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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規範統制는 ‘어떤 규범이 그 상 규범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

으로서, 일반 으로 구체  법  분쟁과 계없이 행하여지는 抽象的 規範

統制와 해당 규범에 한 심사가 구체  사건의 해결에 제가 되기 때문

에 개별사건과 연 되어 행해지는 具體的 規範統制로 별할 수 있다.1) 그

런데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경우 각  법원이 구체 인 법  분

쟁의 해결에 제가 되는 규범의 헌 여부를 附隨的 規範統制方式 등으로 

헌심사를 하는 미국식 ‘分散型 規範統制制度’와 구체  사건의 해결을 

하여 헌법을 심사기 으로 한 각종 규범통제를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

소에서 집 으로 담당하는 독일․오스트리아식 ‘集中型 規範統制制度’ 등

을 포 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범이 그 규율 역에 효력을 미침으로 인하

여 헌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는 司法節次에서 具體的으로 어떠한 事實이 認

定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2)

  우리 법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규범통제는 모두 主觀的 利害關係가 

있는 當事 의 具體的인 事件解決과 련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具

體的 規範統制에 해당하고 抽象的 規範統制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支

配的인 見解이고,3) 헌법재 소는 구체 인 분쟁에 련하여 법률의 헌 

여부에 한 규범통제를 하면서 필요한 범  내에서 憲法에 한 司法的 

有權解釋을 하게 되는바, 이는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에4) 근거한 先例拘束의 原則과 바로 연결된다.5) 

1)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RD, 14. Aufl. C.F. 

Mül ler(1984), Rn. 680{趙炳勳, 違憲法律審判提請의 要件, 재 자료 제76집, 법원

도서  (1997), 185면에서 재인용함}.

2) 李富夏, 헌법률심 제청시 이유제시의무 - 독일연방헌법재 소 결을 분석하

며 -, 公法硏究 제34집 제3호(2006. 2. ) 273-292면(이하, ‘이유제시의무’라고 한다) 

 281면. 

3) 同旨, 李聖煥, 憲法裁判所決定의 效力에 한 硏究, 서울 학교 학원 法學博士

學位論文(1994), 81면, 李富夏, 裁判의 前提性의 意味와 充足要件 - 憲法裁判所 

判例를 심으로 -, 漢陽法學 제9집(1998. 12.) 297-325면(이하, ‘재 의 제성’이

라고 한다)  30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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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英美法에서 유래한 先例拘束의 原則과 憲法裁判所 裁判의 中間裁

判的 性格  그 決定效力의 根據, 羈束力, 旣判力 등이 서로 어떠한 계

가 있는지에 하여 재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각 나라의 사법제도는 해당 국가

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한 이론 ․

비교법  검토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헌법  법률규정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정확한 인식을 토 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 으로 우리 법질서

에 한 정당한 해석론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6)  

  이 논문에서는 와 같은 쟁 들에 련하여 우리 행제도가 ‘넓은 의

미의 具體的 規範統制’만을 허용하고 있는 헌법취지를 제 로 구 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범  내에서 외국 제도에 한 비교법  검토

를 한 다음, 우리 헌법재 소 례의 타당성 등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법 제23조 (심 정족수) ② 재 부는 종국심리에 여한 재 의 과반수의 찬성

으로 사건에 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종 에 헌법재 소가 시한 헌법 는 법률의 해석 용에 한 의견을 변경

하는 경우

5) 이에 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拙稿, 憲法解釋에 한 決定理由와 先例拘束의 原

則, 憲法論叢 제17집(2006) 35-96면 참조.

6) 세부  사항에 해서는 견해의 립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법제도에 한 해

석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토 로 하여야 한다는 大原則에 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同旨, 朴一煥, 法規範에 한 憲法訴願과 提訴要件 -法務士法施行規則에 

한 憲法裁判所의 決定과 련하여 - 人權과正義 174호(1991년) 45-69면  

53-56면, 鄭宗燮, 違憲法律審判節次에 있어서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憲法解釋

權(이하, ‘ 헌법률’이라 한다), 憲法論叢 제1집(1990) 323-358면  344-358면,  

鄭宗燮, 憲法訴訟과 行政訴訟 : 現行 命令․規則에 한 違憲審判節次의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 이하, ‘헌법소송’이라 한다), 憲法論叢 제3집(1992) 333-377면  

364-370면, 李明雄, 法律의 해석․ 용과 基本權 - 司法作用에 한 憲法的 統制

의 필요성 -, 憲法論叢 제4집(1993) 321-368면  366-367면, 李仁皓, 憲法裁判의 

本質에 비추어 본 限定違憲決定의 妥當論據, 晴潭 崔松和敎授 華甲紀念 現代公法

學의 課題(2002), 340-357면  340-342면, 장 수, 규범통제의 본질에 비추어 본 

법원과 헌법재 소의 역할, 법원 헌법연구회 2007년 제2회 모임 발제문(2007. 

3. 19.자. 미공간)  13-20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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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재 소 규범통제의 기본구조

  1. 헌법재 소의 심 차에 한 근거규범

    가. 헌법규정

     ( 1 ) 憲法裁判所의 장사항에 한 憲法的 根據

  우리 헌법은 헌법재 소로 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의 장사항에 

하여 재 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 否 審判(제1호)과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한 審判(제5호)을 심으로 검토한다.

     ( 2 ) 節次的 事 을 직  規律하는 憲法規定

  헌법은 제107조 제1항에서 “法律이 憲法에 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

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

다.”라고 규정하고, 제113조 제1항에서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는 憲法訴願에 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

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 節次的 事 에 련된 下位規範에 한 授權規定

  한편 헌법 제113조에서는 “憲法裁判所는 法律에 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審判에 한 節次, 內部規律과 事務處理에 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제2항).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4 ) 반 인 법체계

  그 다면 헌법재 소의 심 차 등에 한 法源은 헌법, 법률  헌법

재 소규칙 등으로서, ① 法律의 違憲決定 등에 한 決定定足數와 같이 

명문의 헌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입법자가 그 규정내용을 改廢할 수 없지

만, ②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 으로 입법정책  선택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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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7) 헌법재 소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심 차를 진

행해야 하며, ③ 헌법재 소가 자율 으로 차에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율권의 행사는 법률에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악할 

수 있다.8)

    나. 법률규정

  따라서 ‘법’은 헌법재 소 심 차에 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을 규율하는 요한 근거규범이 되는 것인데, 법 제22조 내지 제75조는 

심 차에 한 몇 가지 사항만을 규정한 다음, 제40조에서 “憲法裁判所

의 審判節次에 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 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한 법령의 

규정을 용한다. 이 경우 彈劾審判의 경우에는 刑事訴訟에 한 法令을, 

權限爭議審判  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行政訴訟法을 함께 準用한다(제

1항). 제1항 후단의 경우에 刑事訴訟에 한 법령 는 行政訴訟法이 民事

訴訟에 한 법령과 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한 법령은 용하지 아니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9) 그 다면 헌법률심 이나 헌법소원에 

련하여 이루어지는 규범통제의 성격을 살펴보기 해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련 소송법과 법원조직법 등 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

다.

7) 컨 , 憲法裁判의 審理方式과 같이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헌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역에 하여 純粹한 辯論主義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범  내에

서 職權主義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 으로 입법정책에 좌우되는 것이다.

8) 좀더 상세한 내용은 拙稿, 우리 違憲法律審判節次 등의 審判 象(審査範圍), 헌법

실무연구 제4권, 博英社 (2003) 504-574면  504-509면 참조. 

9) 행정소송법 제8조는 “행정소송에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항). 행정소송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용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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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범통제의 유형

    가. 抽象的 規範統制와 구별되는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

制’의 특성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 “주  이해 계를 가진 당사자가 존재하는 구

체  사건과 련 없이(즉, 사법 차에서 당사자가 직면한 법  분쟁에 

한 구체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규범의 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抽象的 規範統制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10)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

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 법제도와 다르다. 다만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抽象的 規範統制의 請求適格을 聯邦政府, 支邦政府, 聯邦議

議員 在籍 1/3 이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청구 격을 구비

하지 못한 일반 당사자가 ‘民衆訴訟’의 형태로 추상  규범통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1)

  우리 헌법재 소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련하여 당사자가 재 의 

제가 되지 아니한 법률의 헌 여부에 한 심 을 구하는 것은 추상  규

범통제를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시하고 있으며(헌재 

1997. 9. 25. 97헌가4 결정 등 참조), 학설상으로도 행법상 각종 규범통제

는 모두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에 해당하고 抽象的 規範統制는 허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12)

  이에 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률헌법소원’은 모든 국민에게 구

체  쟁송과 계없이 법령 자체의 추상  규범의 일반  효력을 다툴 기

회를 제공하고 있는 에서 실질 으로 抽象的 規範統制와 유사한 기능을 

10)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제2문 참

조.

11) 다시 말하면, ‘一般 當事 가 司法機關에 자기가 련된 具體的인 法的 紛爭의 

解決과 무 하게 規範統制를 請求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공통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12) 이성환, 게논문 81면, 이부하, 재 의 제성 302면, 졸고(각주 8)에 한 정태

호 교수의 지정토론문(575-580면)  576-5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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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이 있다.13) 그러나 ‘법률헌법소원’의 경

우 해당 법률 자체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재 그리고 직 으로 침

해받은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결

정, 헌재 2006. 4. 27. 2004헌마562 결정), 이에 한 헌법재 소의 심사범

도 청구인의 基本權 關聯性과 權利保護 必要性 등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으

로서14) 본질 으로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

가 추상  규범통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15) 헌재 2007. 6. 

28. 2004헌마82 결정도, “헌법소원심 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

사로 인하여 직 으로 기본권을 구체 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라는 

主觀的 權利保護要件 등에 한 一般原則을 설시한 다음, “심 상 법률

조항들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

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 다

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 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

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13) 컨 , 李石淵, 憲法訴願審判의 決定類型과 效力에 한 察 - 認容決定을 

심으로 -, 憲法論叢 제1집(1990) 359-398면  370면 참조. 한편 법 제68조 제1

항의 ‘법률헌법소원’에 한 헌재 2007. 7. 27. 2006헌마551, 2007헌마88·255(병

합) 결정에서, 재  1인은 “법규의 내용이 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

자가 다르더라도 동일 쟁 에 한 헌법소원은 동일사건이라 할 것인데, 심리불

속행제도에 하여 이미 합헌 단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헌법재 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부 법 각하하여야 한다.”라는 소수의견을 개진하 는데, 

이러한 소수의견은 ‘법률헌법소원’을 抽象的 規範統制와 유사한 것처럼 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론 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4)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에 근거한 ‘법률헌법소원’을 제기함이 있어

서 청구인에게 자기 련성 요건 등이 구비되지 않으면 청구가 부 법하게 된다

는 에 해서는 Klaus Schlaich (정태호 번역), 독일연방헌법재 소 - 지 ․

차․재  - , 헌법재 소(1999)  단락번호 113, 207-234(특히 213, 224, 225) 

참조.

15) 同旨, 이성환, 게논문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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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 도 없어져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

성이 있는 자기 련성조차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

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시하 는바, 이는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의 본질을 그 로 반 한 것이다.16) 

  미국에서는 구체 인 법 용행 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

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가 그 법 용행 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헌 여

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을 原則으로 하면서도{이른바, ‘成熟性(ripeness) 要件’

에 한 문제임}, 이로 인한 실무 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하여 연방의

회가 宣 的 判決에 한 法律(Declaratory Judgment Act)을 제정함으로

써17) 특정 법률조항의 시행만으로 일정한 당사자에게 바로 現實的 紛爭이 

발생하는 경우(in a case of actual controversy) 그 당사자에게 구체 인 

법 용행 가 실시되기 이 이라도 연방법원에 司法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

16) 헌재 2004. 6. 24. 2003헌마612 결정에서, “기피신청에 한 재 이 이미 확정되

고 그 기피재 의 본안사건에 하여 이미 종국재 이 내려진 경우, 기피재 의 

근거가 된 법률에 한 헌법소원은 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법하

다.”라고 시한 것이나, 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결에서 “피고

인이 제기한 평등원칙 배 주장은 자신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자체로 이유가 없다.”라고 시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拙稿, 憲法的 爭點에 한 法院의 審理  判斷, 公法硏究 

제35집 제4호(2007.  6.) 75-145면  135-137면 참조.

17) 22A Am. Jur. 2d  Declaratory Judgments §11에서는 Declaratory Judgment Act

의 목 에 하여『The purpose of the declaratory is to settle and afford 

relief from uncertainty and insecurity, with respect to rights, status, and 

other legal relations and to settle actual controversies before they ripen into 

violations of law or a breach of duty  by provid ing an immediate forum for 

an adjudic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an actual controversy where such 

controversy may be settled in its entirety and with expediency and economy . 

The Declaratory Judgment Act affords an added remedy to one who is 

uncertain of his or her rights and who d esires an early adjud ication thereof 

without having to wait until his or her adversary should decide to sue and 

to act at his or her peril in the interim.』라고 설명하면서, 당사자가  제도

를 단순히 실정법의 효력에 한 추상 인 호기심이나 이론 인 의문을 해소하

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The 

Decl aratory  Jud gment Act was not intended to be an instrument used by 

those merel y curious or dubious as to the true state of the law, no matter 

how meritorious they perceive their theory to be).



憲法論叢 第18輯(2007)

16

록 例外的으로 허용하고 있다(28 U.S.C. §2201).18) 와 같이 主觀的 利害

關係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直接性․處分性을 가지는 법률조항이 

헌이라는 취지의 Declaratory Judgment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 

제68조 제1항의 ‘법률헌법소원’과 유사한 법  효과를 기 할 수 있는바,19) 

이러한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한다면, 흔히 附隨的 規範統制方式으로 통

칭되는 미국식 제도가 ‘법률헌법소원’과 유사한 구제방법을 포 하는 법제

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20)

  이러한 비교법  검토 등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

制’는 主觀的 利害關係를 가지는 當事 가 직면한 具體的인 法的 紛爭을 

해결하기 하여 그 규범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는 공통 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는 구체 인 법 용행 의 결과로써 법  

분쟁이 발생할 것이지만, 直接性․處分性을 가지는 법규의 시행만으로 당

사자에게 구체 인 분쟁이 야기되는 외 인 상황도 인정될 수 있는데, 

18) 28 U.S.C. §2201 『(a) In a case of actual controversy within its jurisdiction, 

except with respect to Federal taxes other than actions brought und er section 

742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 proceeding under section 505 or 

1146 of title 11, or in any civil action involving an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regarding a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of a 

free trade area country (as defined in section 516A(f)(10)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d etermin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upon the filing of an appropriate pleading, may d eclare the 

rights and  other legal relations of any interested party  seeking such 

declaration, whether or not further relief is or could be sought. Any such 

declaration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a final jud gment or decree and 

shal l be reviewable as such.

    (b) For limitations on actions brought with respect to drug patents see 

section 505 or 512 of the Fed 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19) 다만 28 U.S. C. §2201의 경우 연방법원으로 하여  당사자의 법  권리를 확인

하는 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확인 결에 하여 일반 인 종국 결

(final judgment or decree)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Declaratory Jud gment 등에 하여 形成的 效力의 성격을 가지는 一般的 效力 

등을 부여하지는 아니하 다는 측면에서 우리 법상 ‘법률헌법소원’과 차이가 있

다.

20) 이에 련된 독일 제도에 한 비교법  검토는 졸고(각주 8) 510-526면, 미국 

제도에 한 비교법  검토는 졸고(각주 8) 557-5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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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모두 해당 분쟁이 실 으로 발생하 는지 여부에 한 具體的인 事

實認定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사법기 의 규범통제가 실시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民衆訴訟’의 형태로 제기되는 헌법소원이나 

‘抽象的 規範統制’를 구하는 헌법률심 제청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시한 헌법재 소의 주류  례입장은 법리 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

다.

    나. 本案的 規範統制와 附隨的 規範統制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규범통제 유형을 本案的 規範統制(prizipale 

Normenkontrolle)와 附隨的 規範統制(inzidente Normenkontrolle)로 구분한 

다음, 자는 규범통제를 주요 목 으로 진행되는 재 으로서 ㉮ 법 제41

조의 헌법률심 , ㉯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 법 제68조 제1항의 

‘법률헌법소원’을 포 하는 것이고(이하, ‘㉮㉯㉰ 유형’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수반하여 법률의 헌 

여부를 부수 (inzident) 는 선결문제(Vorfrage)로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

문에(이하, ‘㉱ 유형’이라고 한다) 자와 구별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

다.21)  

  이러한 개념구분은 나름 로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련하여 

이론 ․실무  혼선이 지 않게 야기되고 있다는 은 아래에서 살펴보

고, 여기서는 우리 헌법하에서 이루어지는 ㉮㉯㉰㉱ 유형의 규범통제가 모

두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에 해당한다는 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

다.

21) 崔熙洙, 規範統制決定의 旣判力, 憲法論叢 제14집(2003) 535-566면  546면 참

조.



憲法論叢 第18輯(2007)

18

    다. 權利救濟型 憲法訴願과 規範統制型(違憲審査型) 憲法訴願

  행법상 헌법소원에 한 근거법률을 기 으로 하여, 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한 것을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으로,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을 規

範統制型(違憲審査型) 憲法訴願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  개념구분이

다.22)23)

  자의 경우 헌법재 소 심 차에서 규범통제가 수반되지 아니한 채 

해당 공권력 행사의 헌 여부만을 심사하는 사안이 존재하지만,24) ㉯ 유

형에 해당하는 후자의 본질은 법원재 의 제가 되는 법률의 헌 여부에 

한 ㉮ 유형 규범통제와 동일하여(헌재 1997. 11. 27. 96헌바60 결정 등 

참조) 청구가 법한 경우 반드시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진다는 

,25) 자는 법원에 한 제청신청을 제요건으로 하지 않지만,26) 후자

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 던 법률규정을 헌법재 소의 심

리단계에서 심 상에 추가할 수 없다는 (헌재 1996. 8. 29. 95헌바41 

결정 참조)27) 등을 감안하면, 양자의 구별은 실무 으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28)

  다만, 양자는 모두 구체 인 분쟁에서 청구인에게 헌  결과가 발생한 

22) 헌법재 소, 제1개정  헌법재 실무제요(2003) 제142면 이하 참조.

23) 鄭求桓, 公權力 行使  根據法律에 한 憲法訴願審判 倂合請求의 問題點, 憲法

論叢 제15집(2004) 581-628면  585-586면 등 참조.

24) 즉,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權利救濟型 憲法訴願 에는 ㉰㉱ 유형과 같은 규

범통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소원사건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25) 독일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재 소원  ‘법원이 

합헌으로 간주하여 당해사건에 용한 규범의 헌성을 문제 삼아서 간 으로 

구체  규범통제를 하는 재 소원’은 헌법재 소가 법원의 구체  쟁송사건에 

련된 규범통제를 반드시 행한다는 에서 ㉯ 유형 규범통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26) 이는 체 사법심사 차를 형식 으로도 1단계로 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7) 이는 체 사법심사 차를 형식상 2단계로 나 어 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8)  헌법재 실무제요 제143면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결정,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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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그 헌법소원이 인용될 수 있고, 主觀的 權利保護利益이 애당  

인정될 수 없는 사안에서는 본안 단이 불가능하다는 ,29) 양자의 심

차에서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모두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에 해당하므로 그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규범통제의 본안 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30) 그런데 법 제75조 제

5항, 제6항은 자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서 이루어지는 법률에 한 헌

단의 효력(㉰㉱ 유형)을 후자의 인용결정에 따른 헌 단의 효력(㉯ 유

형)과 동일하게 규정하 다는 과 같은 양자의 공통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우리 제도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1)

  3. 문제의 제기

    가. 이론 ․실무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학설의 주장요지

  일부에서는 헌법재 소가 장하는 헌법률심 의 경우 당해사건에 

한 中間訴訟的 性格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附隨的 規範統制가 아니라 本

案的 規範統制로서 일반 ․추상성을 띠는 규범조문(normtext)의32) 헌 

29) 이에 해서는 본문 제2의 나. 항 (1)에서 살펴본 ㉰ 유형 ‘법률헌법소원’의 ‘主觀

的 權利保護要件’ 등에 한 설명과 ㉮㉯ 유형 규범통제의 ‘裁判의 前提性要件’

에 한 졸고(각주 16)  96-103면 참조.

30) 同旨, 이부하, 재 의 제성, 314-315면.

31) 이 에 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32)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규범조문(normtext)’이라는 용어는 동등하게 다루어야 할 

불특정 다수의 사태를 포착하기 한 一般性․抽象性을 가지는 규범을 의미하는

데, 보통 일정한 법률조항 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법률조항이 可分的인 

경우에는 그 일부문구만이 ‘규범조문’에 해당한다는 을 주의해야 한다( 자의 

유형에 한 헌 단을 하는 경우 ‘單純違憲決定’을 하게 되는 반면에, 후자의 

유형에 하여는 이른바 ‘量的인 一部違憲決定’을 하게 된다).

    반면에 규범조문이 구체  사건(사태)에 용되는 경우 그 사건(사태)에 련되

어 진행되는 해석과정을 통해 포섭능력이 있는 ‘사건규범(subnorm)’으로 구체화

된다. ‘사건규범’의 경우 ‘규범조문’의 문구  일부를 떼어냄으로써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당해사건의 사실 계와 법  쟁  등을 빠짐없이 시하지 않는 이

상, 일정한 문구로써 특정하기 어렵다), 1개의 규범조문은 그에 의하여 규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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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자체에 하여 단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사법  단결과가 그 규

범조문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一般的 效

力), 헌법재 소 심 차의 심사범 를 특정의 사실 계에 련하여 구체

화된 사건규범(subnorm)으로 한정하는 것은 本案的 規範統制의 本質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는 조 으로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2

항에 근거하여 附隨的 規範統制를 하는 것은 당해사건 하나만을 해결하기 

한 것으로서, 법령의 헌성에 한 단에 旣判力이 형성되지 않고 문

제가 된 법령이 법질서에서 제거되지 않으며(個別的 效力), 법원의 단

도 先例로서 ‘事實上 拘束力’을 발휘할 뿐이기 때문에, 법률의 헌 여부 

등에 한 헌법재 소결정과 본질 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이하, 유

사한 맥락의 주장을 ‘일부 학설’이라고 약칭한다).33)

    나. 일부 학설의 논리  문제

  일부 학설에서는, 司法機關이 규범의 헌 여부에 하여 附隨的 規範統

制를 하는 경우 본질 으로 당해사건에 한 個別的 效力만을 발생하는 반

면에, 해당 규범에 하여 本案的 規範統制를 하는 司法機關의 判斷은34) 

당연히 ‘包括的 羈束力 내지 一般的 效力’을 발생하게 된다는 식의 주장을 

야 할 다양한 사태를 규율하는 수많은 사건규범들을 포함하는 사건규범들의 묶

음(다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質的인 一部違憲決定’의 결정주문에 일정한 

문구로 특정하여 기재되는 한정 인 규범내용도 사건규범 자체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해당 사건규범을 포함하는 취지로 유형 으로 정리된 것

으로서, 법 에 기재된 법률조항에 비해서는 그 규율범 가 상 으로 좁지만 

사건규범에 비해서는 여 히 그 규율범 가 상 으로 넓은 규범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8) 518-519면 참조.

33) 정태호, 게 지정토론문 579-580면 참조. 정종섭, 헌법소송 346-355면, 장 수, 

게논문 15면도 일부 학설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憲法裁判所가 행하는 규범통제는 본질 으로 司法作用에 해당한다는 에 해

서는 이성환, 제논문 11-19면, 이인호, 게논문 347-348면, 장 수, 게논문 

7면, 최희수, 게논문 537면, 黃祐呂, 違憲決定의 效力, 憲法裁判의 理論과 實際 

; 琴浪 金哲洙 敎授 華甲紀念 301-334면  304면, 田正煥,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한 一般的 察, 憲法裁判硏究 제7권, 헌법재 소(1996) 20면 참조.



憲法裁判所決定의 效力과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法的 性格

21

논리  제로 설정한 다음, 이를 토 로 후속 논거를 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1항의 權利救濟型 憲法訴願  ㉱ 유형 사건에서 헌

법재 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면서 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근거법률에 

하여 헌선언을 하는 것은 (本案的 規範統制가 아니라) 附隨的 規範統

制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 제6항은 “제5항의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제47조의 규정을 

용한다.”라고 규정하여 ㉮㉯㉰ 유형의 本案的 規範統制에서 이루어진 법

률에 한 헌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 근거법률의 헌 여부에 하여 附隨的 

規範統制(inzidente Normenkontrolle)를 하는 ㉱ 유형 사건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선언이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을 발생한다는 을 명

시하고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3항, 제2항, 제79조 참조). 이와 같이 단순히 

우리나라와 독일의 행법 규정만 살펴보더라도 일부 학설은 論理的 飛躍

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35) 

    다. 이론 ․실증  검토의 필요성

  와 같이 이론 으로 찬동할 수 없는 일부 학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무 으로 지 않는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

법재 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에 한 규범통제의 기본구조에 하여 실증

으로 살펴보는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는 련 쟁 을 좀더 

명확하게 악하기 하여 假定的 事例를 시해 보기로 한다.

35) 한편, 일부 학설의 다른 문제   상당부분은 우리 제도와 상이한 부분에 한 

독일 제도의 해석론을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 그 로 원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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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한 假定的 事例

    가. 假定的 事例의 例示

     ( 1 ) 사례 A

  『검사 A는 배우자가 있는 甲男이 2007. 1. 1. 乙女와 1회 간음하 다는 

의에 하여 2007. 2. 1. 기소유 처분을 하 다. 甲男은 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이유로 ㉠ 간통 의에 한 증거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A가 검찰권을 자의 으로 행사하여 헌 인 기소

유 처분을 하 고(이하, ‘㉠ 주장’이라고 한다), ㉡ 나아가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은 청구인의 性的 

自己決定權 등을 侵害하는 헌  법률이므로, 이를 근거법률로 하여 기소

유 처분을 한 것은 헌이라고 주장하 다(이하, ‘㉡ 주장’이라고 한다).』

     ( 2 ) 사례 B

  『그 후 검사 B는 배우자가 있는 甲男이 2007. 3. 1. 乙女와 1회 간음하

다는 의에 하여 2007. 4. 1. 기소유 처분을 하 고, 甲男은 법 제68

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 주장을 제기하 다.』

     ( 3 ) 사례 C

  『한편 검사 C는 배우자가 있는 乙女가 사례 B의 일시․장소에서 甲男

과 간음하 다는 의에 하여 2007. 7. 1. 기소유 처분을 하 고, 乙女는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 주장을 제기하 다.』36)

    나. 형법 제241조 제1항의 헌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례

36) 논의의 편의상, 사례 A, B, C에서 甲男과 乙女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자의 지

에서 간통하 다는 피의사실에 한정하여 검토하고, 甲男과 乙女가 각각 相姦

의 지 에서 간음을 하 다는 의내용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憲法裁判所決定의 效力과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法的 性格

23

     ( 1 ) 헌재 1 9 9 0 . 9 .  10 .  8 9헌마8 2 결정

  이는 청구인이 간통죄로 기소되어 하 심에서 모두 유죄 결을 선고받고

(제1심 : 징역 1년, 항소심 : 징역 8월) 법원에 상고한 다음, 형법 제241

조 제1항의 헌 여부가 상고사건( 법원 88도1463)의 제가 된다고 주장

하면서 헌제청신청을 하 다가 기각당하자, 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면서37) 청구인의 性的 自己決定權, 平等權의 본질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 한 것이다.

  재  6인의 다수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夫婦間의 性的 誠實義務의 수호, 간통으로 인한 사회  해악의 사

방 등을 하여 간통행 를 처벌하는 것은 性的 自己決定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男女平等 處罰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平等

原則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단을 하 다.

  반면에 재  2인은 “간통행 에 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지

만, 형법 제241조 제1항에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過度한 處罰로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한 균

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  1인은 “간통죄는 ‘私

生活 隱蔽權’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이고, 나아가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배되어 

헌이다.”라는 이유로 각각 반 의견을 개진하 다. 

     ( 2 ) 헌재 1 9 9 3 . 3 .  11 .  9 0헌가7 0 결정  

  이는 검사가 간통 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에 한 구속 장을 청구하

자, 담당 법 이 헌재 89헌마82 결정의 소수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형법 제

241조 제1항의 헌 여부가 그 구속 장청구사건의 재 의 제가 된다는 

이유로 헌제청을 한 사안인데, 헌법재 소는 헌재 89헌마82 결정을 先例

로 인용하고, 이와 달리 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37) 헌법재 소의 경우 처음에는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사건과 제2항의 헌법소

원사건에 하여 모두 ‘헌마’ 사건부호를 부여하다가 1990년부터 후자에 하여 

‘헌바’라는 별도의 사건부호를 부여하기 시작하 다(  헌법재 실무제요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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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선례를 그 로 유지한다는 을 밝힌 다음, 합헌 단을 하 다.

     ( 3 ) 헌재 2 0 0 1 . 1 0 .  2 5 .  20 0 0 헌바6 0  결정

  이는 청구인들이 간통죄로 기소된 다음 제1심 법원에 헌재 89헌마82 결

정의 소수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헌제청신청을 하 으나, 담당 법원이 이

를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들에게 유죄 결을 선고하자, 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 한 것이다. 

  재  8인의 다수의견은 헌재 89헌마82 결정, 90헌가70 결정을 先例로 

인용하고 같은 취지로 합헌 단을 하 는데, 재  1인은 “간통죄의 처벌

은 원래 有夫女를 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헌 여부 논의는 有夫女의 姦

通만을 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倫理的 非難과 道德的 悔悟의 상일 

뿐이므로 이에 한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性的 自己決定權과 인간의 존엄

성을 침해하여 헌이다.”이라는 소수의견을 개진하 다.

    다. 가정  사례 A, B, C의 해결을 한 이론  검토의 방향

     ( 1 ) 사례 A,  B,  C에서 이루어지는 규범통제의 성격  

  사례 A, B, C는 모두 법 제68조 제1항의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에 해당하

고, ㉡ 주장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하여 ㉱ 유형의 附隨的 規範統制를 

구하는 취지이다.

     ( 2 ) 구체 인 검토 상

  그런데  (2)항에서 살펴본 헌법재 소결정 3건(이하, 이를 포 하여 

‘간통죄 선례’라고 한다)은 모두 本案的 規範統制節次에서 이루어진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한 합헌결정으로서, 만일 일부 학설의 주장과 같이 本

案的 規範統制가 附隨的 規範統制와 본질 으로 다른 것이라면, 사례 A, 

B, C에서 과연 간통죄 선례를 ‘先例’로 원용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이 제

기될 수 있으므로 이 논 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의문해소과정에서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根據에 한 검

토를 통하여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에 한 헌법재 소결정의  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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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力, 旣判力, 先例로서의 效力의 상 계 등에 하여 정리하면서, “헌법

재 소는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한 법 제39조에 한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 결정의 다

수의견이 법리 으로 타당하다는 논거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38)

  한편, 사례 A, B, C에서 청구인들이 ㉠㉡ 주장을 함께 제기한 것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차에서 인용결정을 하면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법률에 한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5조 제5항에 련

된 것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5항이 ① 權利救濟型 憲法訴願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 소로 하여  違憲의 原因을 제공한 根據法律에 하여 

㉱ 유형의 附隨的 規範統制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인지(單一請求說), 

② 아니면 청구인으로 하여  규범통제를 수반하지 않는 權利救濟型 憲法

訴願과 根據法律에 한 ‘법률헌법소원(㉰ 유형)’ 등 2개의 사건을 倂合하

여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請求倂合說)에 하여 견해의 

립이 있고, 실무 으로도 자의 견해를 취한 사례와39) 후자의 입장을 

취한 사례가 병존한다.40) 41)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

가 직면한 구체 인 법  분쟁을 해결하기 한 司法作用을 구하는 것이

고,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는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한 中間裁判

38) 헌재 1997. 6. 26. 96헌가8등 결정의 경우, (법 제39조에 규정된 ‘一事不再理의 原

則’은 ‘동일한 사건’에 해서만 용됨을 제로 하여) 동일한 심 상 법률의 

헌 여부를 다투는 ㉰ 유형 규범통제(선행사건인 90헌마82 결정)와 ㉮ 유형 규

범통제(후속사건)는 심 청구유형이 각각 상이하므로, 양자의 심 상 법률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 一事不再理의 原則

이 용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그 결론은 타당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자가 ‘동일한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 인 분쟁과 당사자의 동일

성 등을 모두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유의 근방식

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39)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헌재 1995. 7.  21. 92헌마144결정, 1995. 7. 21. 

95헌마8등 결정을 시할 수 있다.

40)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결정, 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결정, 헌재 

2003.  9. 25. 2002헌마533 결정, 헌재 2003. 10. 30.  2002헌마275 결정 등을 시

할 수 있다.

41) 각주 39), 40)에 언 된 헌재 결정의 구체  사안에 해서는 정구환, 게논문 

585-5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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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性格을 가진다는 42) 등에 비추어 보면 單一請求說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43) 그 논거에 해서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憲法에 한 司法的 有權解釋과 先例拘束의 原則

  1. 일반론44)

    가. 헌법에 한 사법  유권해석

  헌법에 한 사법기 의 유권해석이 담긴 재 이유는 헌법의 객  의

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실천  의미에서 憲法解釋에 한 本源的 先例

(original precedent)는 憲法規定의 新設과 類似한 效果를 발생하고, 후속사

건에서 기존 선례를 그 로 유지하는 단을45)  하지 아니하고 이를 變更하

는 것은 憲法改正과 類似한 側面이 있다. 그러므로 법률에 한 규범통제

의 심사기 인 헌법의 해석은 그 심 상의 역에 속하는 법률규정이 상

이하다거나 심 차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변동될 수 없는 것이

다.

  다만 법률에 한 규범통제에서 이루어지는 재 이유의 모든 부분이 ‘先

例’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헌법해석에 한 부분(즉, 법률의 헌 여부

에 한 심사기 을 설정하는 부분)만이 선례가 될 수 있다.

    나. 재 이유에만 기재되는 헌법에 한 사법  유권해석

42) BVerfGE 42, 42 (49); 77, 259 (261).  

43) 同旨, 정구환, 게논문 627-628면.

44)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례구속의 원칙에 한 비교법  검토에 해서는 졸고(각

주 5) 37-44면, 73-74면, 89-96면 참조.

45) 미국법상 이와 같이 Original  precedent를 후속사건에서 그 로 인용하여 용하

는 것을 確認的 先例(declaratory preced e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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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기 의 헌법해석은 그 재 의 주문에는 기재될 수 없고 재 이유에

만 기재되는데, 이는 사법  유권해석의 일반이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

라서 각종 규범의 헌 여부 심사과정에서 그 심 상이 된 규범의 효력

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헌 단을 통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것인지에 

한 ‘결론’도 요하지만, 그 차에서 형성된 ‘재 이유’도 역시 이에 못

지않은 요성을 가지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더욱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이다.

    다. 헌법에 한 사법  유권해석에 한 선례의 변경

  사법기 이 규범통제에 한 헌성 심사기 에 한 선례를 변경할 것

인지 여부는 원칙 으로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결정이유

와 직  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기본권 보호 역에 련된 결정

이유에 나타난 헌법해석에 한 선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후속사건에서 이와 다른 헌성 심사기 을 설정해야 한다고 단하는 경

우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종 의 선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고,46) 특정 규범조문(normtext)에 하여 합헌 단을 하 다가 같은 규범

조문에 하여 헌 단을 하는 경우에만 선례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행법상 헌법률심 과 헌법소원심 차는 ‘辯論主義’ 등에 기

한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법리를 토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범

조문의 헌 여부를 심리한 선행사건에서 제기되지 아니하 던 헌성 측

면에 한 주장이 후속사건에서 비로소 제기되는 경우 선행사건에 한 결

정이유는 후속사건에서 ‘先例’가 될 수 없다. 헌법재 소는 구 정치자 에 

46)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에서 각각 심 상이 되었던 법률조항(규범조문)의 내용이 

상이한 사안에 련하여 후속사건의 '결정이유'에서 헌법 제25조 소정의 공무담

임권에 한 심사기 을 변경함으로써 先例變更을 한 실무사례로는 헌재 2003. 

9. 25. 2003헌마106결정(선행사건)과 헌재 2006.  7. 27. 2003헌마758, 2005헌마72

(병합) 결정(후속사건) 등을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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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헌 여부에 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결정(선행사건)의 후속사건인 헌재 2004. 6. 24. 

2004헌바16 결정의 이유에서,  법률조항의 여러 법률효과 에서 선행사

건에서 심리․ 단되지 않았던 측면에 해서 새로운 심사를 하면서 선행

사건의 결정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先例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47)

    라. 독일 제도와의 차이

  우리 입법자는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 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부수된 헌 단 등에 해서는 ‘包括的 羈束力 내지 一般的 效力’

을 부여하면서도(법 제47조, 제76조 제5항, 제6항), 합헌결정 는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수반된 합헌 단에 해서는 헌법 제107조에 규정된 당해사건

에 한 기속력을 과하는 효력 등을 추가로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 헌법재 소는 ‘포  기속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합헌결정이

유에 나타난 헌법해석’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선례로 악하고 

있다는  등은 우리 제도와 독일 법제도의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항에서 살펴본 헌재 2004헌바16 결정의 취지는 독일 연방헌

법재 소가 BVerfGE 22, 387 (405) 등에서 “기존의 차에서 고려되지 않

았던 法律의 일정한 측면이 문제되는 경우 새로운 심사가 허용된다.”라고 

시한 것과48) 실질 으로 유사한 맥락이지만, 그 이론 ․실정법  근거

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에는 ‘先例의 變更’

47) 동일한 구조의 례로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헌 여부에 하여 심리한 

헌재 2003.  1. 30.   2002헌바53 결정 등을 시할 수 있다.  한편 헌재 2004헌바16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그 심 상 법률이  상이한 헌법재 소의 례들을 

先例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헌법률심  차의 심사기 이 

되는 ‘헌법해석’에 한 결정이유가 후속사건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심 상 법률의 동일성 여부와 아무런 련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48) BVerfGE 22, 387 (405)의 시내용은 최희수, 게논문 554면에서 재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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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법률조항이 없고, 우리 헌법재 소가 채택하고 있는 先例拘束의 

原則의 근거법률인 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미군정법령 제192호 등을 연

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49)  

    마. 미국법상 先例拘束의 原則(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에 하여

     ( 1 ) 일반론

  미국의 경우 ① 법원의 재 에 하여 원칙 으로 당해사건에 한 羈束

力(law-of-the-case)만을 인정하는데,50) ② 확정된 선행재 에서 이미 심

리․ 단된 同一한 權利關係(same claim)에 하여 再訴(relitigation)하는 

경우에는 Claim Preclusion(權利關係에 한 遮斷效)이, 이미 심리․ 단된 

同一한 爭點(same issue)을 다시 다투는 경우에는 Issue Preclusion(爭點에 

한 遮斷效)이 각각 용되기 때문에,51) ③ 先例拘束의 原則은 선행재

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후속사건에서만 용될 여지가 있는바,52) 그 

검토과정에서 선행사건의 사실 계  법리 단에 련하여 비본질 인 부

분을 제거하고 핵심사항을 추출하는 분석방법을 통하여 ‘類型化된 事實關

係에 한 具體的 法適用體系를 특정하는 작업’을 실시한 다음, 이를 토

로 후속사건에서 개별 사안별로(case-by-case) 선행재 의 법리 단을 원

49) 이 논 에 한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5), 37-43면, 93-95면 참조.

50) Gene R. Shreve, Understanding Civil Procedure, 504면 (2nd ed., 1994)에는 이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law-of-the-case doctrine prevents relitigation of issues of law in the 

same case. It shares with preclusion the purpose of making litigation more 

efficient. Unl ike preclusion, it operates in advance of final judgment. Since 

courts have some discretion to depart from the law-of-the-case doctrine, it 

is simil ar in operation to stare decisis. However, the long range purpose of 

the law-of-the-case doctrine is more mod est than that of stare decisis, since 

the former settl es l aw only  the case at hand.』 

51) 상세한 내용은 Stephen C. Yeazell, Civil Proced ure(4th ed. 1996)  783-890면 

참조.

52) Yeazell, 게서 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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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게 된다.53) 

     ( 2 ) 선례구속의 원칙과 Pr ecl usi o n 법리의 용 역상 차이

  이와 같이 선례구속의 원칙은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이 구조 으로 유사한 

경우에만 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이 

同一한 訴訟物에 한 경우에는 애당  용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선행재 의 소송물과 동일한 법  분쟁에 하여 다시 제기된 후속청구에 

해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아니라 Preclusion 법리가 용되기 때문이다. 

즉, 양자는 再訴(relitigation)로 인한 司法費用을 化한다는 目的을 共有

한다는 측면에서 기능 인 유사 이 있지만, 자는 ‘法理論의 秩序 있는 

發展’에 련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該當 紛爭에 한 裁判의 終性’에 

련되는 것이라는 에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54) 

     ( 3 ) 선례구속의 원칙의 이론  근거

  미국 연방 법원은 선례구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하여, 

“그 원칙은 공평하고, 측가능하며, 지속 인 법이론의 발 을 진하고, 

실질 이고 확인될 수 있는 사법 차의 충실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선호되

는 것이다. 선례에 구속되는 것은 일반 으로 명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53) 이에 한 미국 제도에 한 설명과 우리 제도에 한 비교법  검토에 해서

는 졸고(각주 5), 40-43면, 75-93면, 졸고(각주 8), 506면, 557-574면 참조.  

54) Shreve, 게서 500-501면에는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tare decisis thus share the general  aim of preclusion to minimize the 

assorted  c osts of relitigation. In particular, stare decisis bears a functional 

resemblance to the preclusion of issues of law. However, stare decisis differs 

from precl usion in that it "relates to the orderly development of law. It does 

not relate to the finality of judgments." This makes stare decisis both 

broader and narrower in scope than preclusion. 

    The rule protecting a stranger to the prior adjudication from the effects of 

preclusion has no counterpart in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On the 

contrary, the very purpose of stare d ecisis is to settle future legal 

controversies. The only  way one who expects to be a party in future 

litigation can avert the possibl e effects of stare decisis is to try to influence 

the legal  decision in the initial case through intervention or amicus curiae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s of stare decisis are often l ess 

definite than those of preclu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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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경우, 용되는 법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정

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정 인 선례가 실효성이 

없거나 혹은 그 논증이 잘못된 경우에도, 그러한 선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례구속의 원칙은 움직일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정책 인 원리

이고, 따라서 종 의 결정에 얽매이는 기계 인 공식이 아니다.”라고 설시

하고 있다.55) 

     ( 4 )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의 차이 과 선례구속의 원칙과의

         상 계

  한편 미국 연방 법원은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하여 모두 사법  유

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① 연방법률의 해석에 하여는 상 으로 선례

구속의 원칙을 엄격하게 수하는 반면에, ② 연방헌법의 해석에 하여는 

이를 기계 으로 수할 수 없다고 하는 상 으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에 하여, ①의 경우 연방의회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당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그 법률에 한 사법  유권

해석결과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법원의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지만, ②의 경우 실무 으로 연방의회가 연방 법원의 기존 선례를 번복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

를 번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

다.56)  

     ( 5 ) Or i gi n al  p r eceden t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 사례

      (가) 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에 하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헌법  권리에 한 충분한 경고를 받지 못하고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시한 Miranda Case가 

‘先例’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하여 상세하게 언 한 Dickerson 

v. U.S., 530 U.S. 428(2000) 결이유를 그 로 인용한다.

55) Payne v. Tennessee, 501 U.S. 808(1991)에서 발췌․요약․번역하 다. 

56) Payne v. Tennessee, 501 U.S. 808(1991)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1992)에서 그 취지를 발췌,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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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련된 쟁 에 하여 처음으로 단을 하는 것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단계에서는 우리가 Miranda Case의 논증과 이에 따른 법

원칙에 동의하는 여부와 계없이, 선례구속의 원칙이 Miranda Case을 번

복하기는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Rhode Island v. Innis, 446 U.S. 291 

(1980)에서 Burger 법원장이 설시한 동조의견을 보라. “Miranda Case의 

의미는 합리 으로 명확해지고 있고, 법집행실무도 이러한 법원칙의 구조

에 응하고 있다. 나는 Miranda Case를 번복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미 시

간이 흘러버린  단계에서 그 법원칙을 확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선례구속의 원칙이 움직일 수 없는 명령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헌법을 해

석할 경우에 선례구속의 원칙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헌법해

석에 한 사건의 경우에도 선례구속의 원칙은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례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항상 ‘特別한 正當化事由

(special justification)’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Miranda Case

를 번복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경찰 이 실무 으로 일정한 경고를 하는 것은 우리 문화  일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Miranda Case는 경찰실무에 이미 정착되었다. 어떠한 

법원칙이 법률문화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법원칙을 번복

할 수 없다는 한 이유가 된다. 비록 우리는(어떤 Case가 선고된 이후) 

계속되는 후속 결들이  선례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칙을 잠식하는 경

우에는 그 선례 자체를 번복하여 왔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Miranda 

Case에 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하 다

면, 그것은 우리의 후속 결들이 사 에 경고를 받지 못한 진술의 경우 특

히 형사사건에서 검찰 측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Miranda원칙의 핵심원

칙을 재확인하면서, 정당한 법집행에 련하여 Miranda원칙의 용효과를 

완화하여 온 것일 뿐이다.』

      (나) Roe v. Wade, 410 U.S. 113(1973)에 하여

  여성의 낙태권에 련된 Roe Case의 변경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Planned Parenthood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1992)에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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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와 같은 헌법해석에 한 선례를 번복할 수 있는 특별한 정당

화 사유로서, ① 先例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거나, ② 선례의 

법이론  기반을 약화시키는 법원칙의 진화가 있는 경우, ③ 는 그 결

의 사실 인 기 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을 시하면서, “Roe Case의 기본

인 결정사항은 우리가  단계에서 번복할 수 없는 헌법  분석에 근거

한 것이었다.”라는 이유로 Roe Case를 번복하지 아니하 다.57)

  2. 가정  사례 A, B, C에 한 검토

    가. 憲法에 한 司法的 有權解釋과 그 先例的 效力

  간통죄 선례들은 ㉮㉯ 유형의 本案的 規範統制에서 형성된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한 合憲決定이고, 사례 A, B, C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통제

는 이와는 구별될 수 있는 ㉱ 유형의 附隨的 規範統制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재 소결정이유  法律의 違憲 否에 한 審査基準을 설정

한 부분은 모두 후속사건의 헌성 심사에 한 先例가 될 수 있다는 에 

비추어 보면, 사례 A, B, C에서 ㉱ 유형 규범통제를 요청한 ㉡ 주장의 당

부를 단함에 있어서 ㉮㉯ 유형 규범통제에서 형성된 간통죄 선례가 모두 

‘先例’로 원용될 수 있다는 에 해서는 별다른 異論이 없을 것이다.58) 

이는 法律의 違憲 否에 한 憲法裁判所의 司法的 有權解釋이 本案的 規

範統制에서 형성되는지 아니면 附隨的 規範統制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본질  차이를 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7)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5) 85-89면 참조.

58) 行政府 소속의 單獨制 行政官廳인 檢事가 행하는 起訴猶豫處分의 경우, 司法府 

소속인 法官의 裁判이 가지는 旣判力 등이 인정될 수 없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양자의 계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  당부의 先決問題로서 本案

的 規範統制를 실시한 간통죄 선례가 기소유 처분 당부의 先決問題가 되는 附

隨的 規範統制에 한 사례 A, B, C에서 先例가 될 수 있고, 그 의 경우도 마

찬가지라는 에 해서는 실무  측면에서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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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간통죄 선례의 사실 계와 법 용체계, 헌성을 제기한 주장내

용 등을 사례 A, B, C의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구조 으로 유사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 소가 간통죄 선례를 폐기․변경하지 않는 

이상 사례 A, B, C에서 ㉡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59)

    나. 간통죄 선례의 羈束力  旣判力과 先例的 效力과의 계

  그런데 간통죄 선례들이 모두 합헌결정이라는 에 비추어 볼 때, 그 선

례로서의 효력은 최소한 헌결정에만 인정되는 법 제47조 소정의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 등과 아무런 련이 없음이 분명하다.60)  

  한 재 의 旣判力 내지 一事不再理의 效力은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용되는 것인데, 간통죄 선례의 당사자, 

간통 의의 일시․장소 등이 사례 A, B, C의 경우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를 법 제39조 소정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양

자가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규범통제에 련된다는 공통 ’만으로 자의 

旣判力이 후자에 하여 어떠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61)

    다. 소결론

  와 같이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구체  사안이 상이한 때에만 용될 

수 있는 先例拘束의 原則의 경우, 양자가 동일한 때에만 용되는 羈束力

이나 旣判力의 문제와 그 용 역이 구별됨을 알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헌법재 소결정의 효력근거와의 상 계에 하여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59) 한편,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의 재  1인의 소수의견에 의하면, 

비록 사례 B, C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 것이기는 하지만, 

有婦男이 피의자인 사례 B에 한 법  처리와 有夫女가 피의자인 사례 C에 

한 법  처리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에 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60) 이 논 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5), 66-74면 참조.

61) 이 에 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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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헌법재 소결정의 효력근거에 하여

  1. 사법기  재 의 효력근거에 한 일반론62)

  헌법에 명시 인 조항이 있는 등 헌법  차원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

기 의 재 이 구체 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그 용범 가 어떠한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 으로 입법자의 정책  단에 좌우된다.63)64) 

  컨 , 일반 인 민사재 이 당사자  그 승계인에 해서만 그 효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에 한 민사소송

법 제218조와 같은 一般法理에 한 법률규정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

다.65)  

  반면에 상법 제184조의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같이 해당 유형

62) 이에 한 설명은 졸고(각주 16)  104-106면을 토 로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63) 同旨, 박일환, 게논문 59면.

64) 다만 이러한 논의는 원칙 으로 재 의 형성당시에 근거가 되는 법규범에 한 

것으로서, 이미 確定된 裁判의 旣判力 등에 향을 미치는 事後的 立法에 해

서는 다른 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컨 , 독일에서는 이미 確定된 裁判에 한 法的 安定性의 요구는 法律的 次

元의 문제가 아니라 法治國家原理(Rechtsstaatsprinzip)에서 나오는 憲法的 次元

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Maunz/Durig/Herzog, GG Kommentar, Art.20 Ⅶ. 

Rdnr. 60 f.; BVerf.  GE15, 313, 319f.  Maunz/Durig/Herzog에 의하면 旣判力의 

존 은 權力分立의 原理에서도 도출된다고 하는데, 이에 해서는 尹眞秀, 違憲

法律의 效力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憲法的 檢討- 憲法論叢 제1집 

(1990) 273-321면  317-318면, 金知衡, 憲法裁判所決定의 旣判力 - 특히 獨逸

에서의 論議를 심으로 - 憲法論叢 제3집(1992) 275-332면  288-289면 참조.

    한편, 미국 연방 법원도 이미 確定된 裁判에 하여 事後的 立法作用이나 行政

作用  등을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 하여  재심리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이라고 선언하 는데, 이에 해서는 

United States v. Klein, 80 U.S. (13 Wal l.) 128(1872), Plaut v. Spend thrift 

Farm, Inc, 514 U. S. 211 (1995) 참조.  

65) 민사소송법 제205조, 법원조직법 제8조는 각  법원의 재 이 당해사건에 하

여 羈束力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법률규정이 없더

라도 司法機關의 裁判이 당해사건에 하여 羈束力 등을 발생하는 것은 法治國

家原理에서 직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헌법  차원의 문제라고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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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 에 하여 제3자에 한 효력을 인정하는 상법 제190조와 같은 특

별한 법률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 은 원칙 으로 世的 

效力을 가지게 된다.66) 한 우리 입법자는 체로 確認訴訟에 해당하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가류사건(혼인무효 사건 등)이나 形成訴訟에 해

당하는 나류사건(이혼사건 등)에 하여 그 請求를 認容한 確定判決에 

해서는 면 으로 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請求를 排斥한 確定判

決에 해서는 일정한 범  안에서만 민사소송법상 일반원칙에 한 외

를 인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1조), 이와는 달리 다류사건(이혼 등으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에 해서는 그 재 효력에 한 특별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이 그 로 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가사소송법 제12조),67) 이러한 법률규정들은 해당 재 의 효력문제가 원

칙 으로 입법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을 잘 보여주고 있다.68)69)

66) 일반소송법이론에 의하면 請求棄却判決의 경우 形成的 效力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성환, 게논문 125면 참조), 상법 제190조가 청구인용 결에 해서는 一般

的 效力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기각 결에 해서는 一般的 效力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一般法理에 충실한 입법례로 볼 수 있다. 

67) 그 밖에 법원 재 의 世的 效力에 하여 규정한 특별법으로는 행정소송법 제

29조 제1항 등을 시할 수 있다. 

68) 와 같은 특별법 규정들은 체로 旣判力이 작용하는 主觀的 範圍를 擴張한 것

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형성되는 請求認容判決에 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

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形成的 效力 등을 부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同

旨, 김지형, 게논문 307-310면, 이성환, 게논문 120-127면, 編輯代表, 金祥源, 

朴禹東, 李時潤, 李在性, 註釋 新民事訴訟法 (Ⅲ), 韓國司法行政學 , 305면 이하

(閔日榮 집필부분)  330-333면 참조}.

     다만, 에서 언 한 특별법의 규정 에서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를 확장하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소송법이

론에 의하면 請求棄却判決의 경우 形成的 效力이 인정되지 않는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은 請求棄却判決 등이 선고된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69) 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결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

가 있는 경우에 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 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 결을 받은 경우 그 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세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시하

는바, 이는 재 의 형성  효력 등이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된다는 일반법리에 부합하는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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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재 소결정의 효력에 한 근거규범70)

    가. 우리 헌법의 규정

     ( 1 ) 헌법의 명문규정에 근거한 효력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 소에 제청하여 그 심 에 의하여 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 유형 규범통제에서 헌법재 소가 선고

하는 모든 유형의 결정( 헌결정뿐만 아니라 합헌결정도 포함됨)은 당해사

건에 하여 그 심 을 행한 헌법재 소뿐만 아니라 담당 법원까지도 기속

한다는 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반면에, 당해 법  분쟁에 한 심사범 를 벗어나는 역에 하여 헌

법재 소의 결정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해서는 헌법에 명시 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원칙 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 2 ) 헌법원칙에서 직  도출되는 헌법재 소결정의 효력

  憲法裁判所의 裁判은 본질 으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한 司法作用

이므로, 법원의 재 과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 역시 그 決定의 實效性이 

담보될 때에야 비로소 그 책무를 제 로 수행할 수 있다.71) 그런데 당해 

분쟁에 하여 최종 으로 구속력 있는 해결은 사법기 의 결정이 그 存續

力(Bestand)을 가질 경우에만, 즉 사법기 의 결정이 그 폐지 는 변경으

로부터 보호되고 그로써 사법기  결정의 존재와 함께 법질서가 요구하는 

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와 같이 法院의 確定裁判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하여 일반 으로 不

可變力(自己羈束力), 形式的 確定力, 實質的 確定力(旣判力) 등이 인정되는 

이유는 確定된 裁判의 存續保護(Bestandsschutz)라는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 내지 法的 平穩(Rechtsfriede)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70) 이에 한 설명은 졸고(각주 16)  106-109면을 토 로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71) 최희수, 게논문 537면, 정환, 게논문 19-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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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헌법재 소결정의 각종 효력

의 경우, ‘具體的인 法的 紛爭 는 具體的인 事態’에 하여 사법기 이 

최종 인 단을 한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하여 나 에 상이한 사법  

단을 하는 것은 憲法原則인 法治國家原理(Rechtsstaatsprinzip)의 핵심인 

法的 安定性을72)  훼손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에서 도출된다는 것이 지

배 인 견해로서,73) 이러한 효력들은 법리 으로 憲法裁判所 決定뿐만 아

니라 法院의 裁判에 해서도 共通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74) 

      (가) 不可變力

  不可變力(Unwiderruflichkeit)은 사법기 이 일단 선고한 재 내용을 동

일한 차에서 스스로 변경할 수 없는 등의 효력을 의미한다(撤回不可能

性).75) 우리 헌법재 소도 그 결정에 와 같은 自己羈束力 는 節次內部

的 拘束力(innerprozessuale Bindung)이 인정된다는 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76) 

  그런데 헌법 제107조 제1항은 ㉮ 유형 규범통제 차에서 직  심 을 

행한 헌법재 소뿐만 아니라 당해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법원에 해서도 

72) 法的 安定性이 法治國家原理의 심개념에 속한다는 에 하여는 BVerfGE 2, 

380 (403) ; 3, 225 (237); 7, 89 (92); 13, 261 (271); 29, 413 (432); 41, 323 (326) 

; 60, 253 (296) 참조(김지형, 게논문 281면에서 재인용함).

73) 同旨, 김지형, 게논문 281면, 288-290면, 최희수, 게논문 538-540면, 544-548

면, 이성환, 게논문 61면, 정환, 게논문 25면 등.

74) 게주석 신민사소송법 (Ⅲ) 305면 이하에는 民事的 紛爭에 한 재 에 하여, 

① 법원이 한번 결을 선고하면 설령 거기에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 스스로가 

이를 임의로 撤回․取消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拘束力(羈束力, 

Bindungswirkung)을 가진다는 , ② 결에 하여 통상 인 방법으로 당사자

의 불복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러한 확정 결의 不可變更性

(Unanfec htbarkeit)을 形式的 確定力(formell e Rechtskraft)이라고 한다는 , ③ 

한편 확정된 재 이 동일한 소송물에 하여 가지는 외 인 효력을 實質的 確

定力(materielle Rechtskraft) 는 旣判力이라고 한다는  등에 하여 상세하

게 설명하고 있다.

75) 다만, 헌법재 소의 결정문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

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헌법재 소가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용하여 更正決

定을 할 수 있을 것이다(同旨, 최희수, 게논문 540면).

76) 헌재 1989. 7. 24. 89헌마141 결정, 헌재 1990. 5. 21. 90헌마78 결정, 헌재 1993. 

2.  19. 93헌마3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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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羈束力이 미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77)  헌법규정과 유사

한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1항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가 具體的 規範統

制가 본질 으로 구체 인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한 中間裁判

(Zwischenverfahren)의 性格을 가진다고 시하고 있고,78) 이러한 차에

서 법률의 헌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일반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구체  사건에 한 재 을 ‘ 한’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헌 여

부가 유일하게 재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主된 問題(Hauptfrage)를 해결

하기 한 先決問題(Vorfrage)에 한 단이라는 79)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헌법은 헌법재 소에서 이루어지는 ㉮ 유형 규범통제(先決問題에 

한 사법  단)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당해사건에 한 재 (主된 問題

인 당사자가 직면한 구체 인 법  분쟁에 한 사법  단)이 형식 으

로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 으로는 당해사건의 정한 해결을 

한 체 인 차흐름  일부분으로 악해야 한다는 을 헌법  차원

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재 소와 법원은 ‘當事 가 具

體的으로 직면한 違憲的 狀況’을 是正할 수 있는 체 인 사법 차를 2단

계로 나 어서 심리하는 유기 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흐름을 체 으로 악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비로소 자의 결

정이 가지는 節次內部的 拘束力이 후자에 하여 바로 효력을 미치는 상

을 합리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77) 提請法院이 헌법재 소의 결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旣判力이 아니라 羈束力의 

결과라는 에 해서는 김지형, 게논문 311-313면, 이성환, 게논문 74면 참

조. 따라서 헌재 1990. 6. 25. 90헌가11 결정이유 에서, ⓐ “헌법 제107조 제1

항의 규정상 提請法院이 本案裁判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 소의 심 에 의거하

게 되어 있는 이상  憲法規定에 의하여서도 직  提請法院은 이에 의하여 裁

判하지 않으면 안 될 구속을 받는다. ”라고 시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

으나, ⓑ “提請法院은 어도 이 사건 提請當事 로서  審判의 旣判力을 받을 

것이다.”라는 시부분은 신 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독일 연방헌법재 소

는 BVerfGE 2, 213 (217); 3, 225 (228ff)에서 제청법원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시하고 있고, 독일 통설도 같은 취지라고 한다. 김지형, 게논문 311

면, 최희수, 게논문 566면 참조}.

78) BVerfGE 42, 42 (49); 46, 66 (71); 77, 259 (261). 

79) 이부하, 재 의 제성 314-3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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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와 같이 형식 으로 2단계로 구분되는 사법 차  일부분인 ㉮ 

유형 규범통제의 경우도 中間裁判的 性格을 가진다는 에 비추어 보면, 

主된 問題를 재 하는 사법기 이 직  附隨的 規範統制를 행하는 ㉱ 유형 

규범통제 등이 당사자가 구체 으로 직면한 법  분쟁을 해결하기 한 先

決問題에 한 사법  단으로서 中間裁判的 性格을 가진다는 에 해

서는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 形式的 確定力

  한편 사법기 의 재 을 일정한 단계에서 종결시켜서 이해 계자들이 더 

이상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획일 으로 確定力을 가지게 하는 

것도 法的 安定性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80) 이러한 形式的  確定力

(formelle Rechtskraft) 역시 法治國家原理에서 직  생되는 효력으로서, 

일단 헌법재 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련 당사자가 통상 인 불복방법

으로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不服禁止), 不可爭力

(Unanfechtbarkeit)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81)82)

      (다) 實質的 確定力(旣判力)

  어떤 재 에 形式的 確定力이 생기게 되면, 그 確定裁判이 내려진 時點

에서의 事實關係를 기 로 하여 단된 내용은 그 재 차에서 審判의 

象(Verfassungsgegenstand 는 Streitgegenstand)이 된 紛爭에 하여 裁

判機關이 내린 終局的인 法的 判斷으로서 당사자  재 기 에 한 계

에서 實質的인 規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나 에 동일한 

사항에 하여 確定裁判의 단과 반하는 주장을 하여 되풀이하여 다툴 수 

없고, 재 기 도 確定裁判과 矛盾·抵觸되는 단을 할 수 없는 효과가 발

생하는데, 이를 實質的 確定力(materielle Rechtskraft), 는 旣判力이라고 

한다.83) 法院의 確定裁判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하여 旣判力이 인정

80) 헌재 1990. 5. 21. 90헌마78 결정, 헌재 1994. 12.  29. 92헌아2 결정 참조.

81) 同旨, 김지형, 게논문 281면, 최희수, 게논문 538-540면, 이성환, 게논문 61

면, 정환, 게논문 25면 등.

82) 裁判의 羈束力과 形式的 確定力은 재  자체가 가지는 속성으로서, 확정된 재

이 가지는 外的인 效力인 旣判力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해서는 

게주석 신민사소송법 (Ⅲ) 305-3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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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法的 安定性의 요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헌법규정이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 소의 결정

에 하여 기 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견해이다.84)85) 

  재 에 하여 당해 재 차에 하여 인정되는 形式的 確定力, 不可變

力과는 별도로 다른 새로운 재 차에 련된 外的 效力

(Außenwirkung)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당해 차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法的 安定性을 완 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86) 

이러한 旣判力은 形式的 確定力의 발생과 동시에 그 結果로서 보장되는 것

으로서, 同一한 訴訟物을 상으로 하는 새로운 재 차에서 선행재 의 

법  효과를 벗어나는 단이 행해질 수 없도록 방지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87) 88)

     ( 3 ) 소결론

  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 내지 헌법원칙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헌법

재 소결정의 각종 효력은 ‘具體的인 法的 紛爭 는 具體的인 事態’에 

하여 최종 인 사법 단이 있는 이상, 同一한 訴訟物에 하여 나 에 동

일한 차 는 다른 후속 차에서 상이한 사법 단을 하는 것은 法的 安

定性을 훼손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裁判에 한 一般法理에 한 것

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결정에 하여 헌법  차원에서 인정되는 不可變

83) 김지형, 게논문 287-288면.

84) 同旨, 김지형, 게논문 281면, 288-290면, 최희수, 게논문 538-540면, 544-548

면, 이성환, 게논문 61면, 정환, 게논문 25면 등.

85) 이에 하여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 결정  재  1인의 소수의견은 규

범통제에 한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소수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86) 만일 확정된 선행재 과 矛盾되는 내용의 재 이 후속 사건에서 선고될 수 있다

면 '事態의 終拘束力 있는 解決', 즉 法的 安定性을 추구하는 선행재 의 목

이 하게 받게 되고, 이러한 험을 방지하기 하여 선행재 의 경우와 

구체 으로 동일한 訴訟物(Streitgegenstand)을 다른 후속재  차에서 심

상으로 삼는 경우 선행재 의 내용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87) 同旨 최희수, 게논문 540-541면.

88) 우리나라와 독일 등에서 確定裁判에 하여 旣判力을 인정함으로써 특정한 법  

분쟁에 하여 法的 安定性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법상 Precl usion의 법리와 궁

극 으로 동일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憲法論叢 第18輯(2007)

42

力이나 確定力은 법원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재 차에서 실질

으로 사법작용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고,89) 이러한 구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역에 한 재 의 효력이 

헌법  차원에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 헌법상 당해 재 차에서 성립된 사법기 의 

확정재 에 하여 形成的 效力과 같은 追加的 效力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는 입법정책  선택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규범통제에 한 헌법재 소결

정의 경우 법 제47조와 같은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을 때에만 形成的 效力

의 성격을 가지는 一般的 效力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법률이 없

다든가 혹은 그 용 역을 벗어나는 범 에 하여 형성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다.90)  아래에서는 근거규범에 한 비교법  검토를 통하여, 

裁判에 한 一般法理가 헌법재 소결정에 용되는 논거 등에 하여 살

펴본다. 

    나. 비교법  검토

     ( 1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내용은 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유

사하지만, 연방헌법재 소법 제31조는 연방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합헌 

 헌결정 등)에 하여 ‘法律’에 의하여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

력 등을 인정하 고, 같은 법 제79조는 형사처벌에 한 법률에 한 헌

결정이 형사확정재 에 해서까지 면 인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면

서도(제1항),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사건에 해서는 사후에 근

89) 同旨, 황우여, 게논문 302면, 309-311면. 정환, 게논문 53면에 의하면,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BVerfGE 40, 88 (93f) ; 60, 175 (208f) 등에서 같은 취지로 

시하고 있다고 한다.

90) 법원의 재 에 한 일반론에 해서는 게주석 신민사소송법 (Ⅲ) 330-333면 

참조.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한 논의에 해서는 황우여, 게논문 302면, 이성

환, 게논문 37면, 120-1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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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률에 한 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이미 확정된 재 에 하여 원

칙 으로 재심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같은 법률은 연

방헌법재 소가 ㉱ 유형 附隨的 規範統制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권력 행

사의 근거법률에 한 헌선언을 하게 되면 ㉮㉯㉰ 유형 本案的 規範統制

와 마찬가지로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 다

는 (제95조 제3항, 제2항, 제79조 등 참조)은 에서 본 바와 같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憲法’에 의하여 헌결정에만 일반  효력 내

지 포  기속력을 인정하는 반면에(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40조 제5항, 

제7항 등),91) 합헌결정 등과 같은 청구기각결정에 해서는 연방헌법과 헌

법재 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자에 해서는 포

 기속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92)

     ( 2 ) 미국의 제도

  미국의 경우 연방 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의 사법  단에 하여 원

칙 으로 당해사건에 한 羈束力(law-of-the-case)만 인정되고, 확정된 선

행재 에서 이미 심리․ 단된 동일한 권리 계나 쟁 에 한 후속사건에 

해서는 Preclusion의 법리가 용되기 때문에,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소

송물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先例拘束의 原則이 용될 수 있다는 

은 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미국에서는 Declaratory Judgment 등을 

비롯하여 법원이 행하는 규범통제에 한 재 에 하여 一般的 效力 등을 

부여하는 헌법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상  재 의 

91)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제140조 제7항에서 “법률이 헌으로 폐지되는 경우, 

…… 모든 법원  행정 청은 헌법재 소의 법률에 한 헌결정에 기속된다. 

폐지 이 에 생긴 事實에는 당해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이 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차원에서 헌결정의 일반  효력 

내지 포  기속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용범 를 당해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張潤基, 憲法裁判所에서 違憲으로 決定된 

法律의 效力, 金祥源, 尹一泳 회갑기념,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7권 698-719면  

703-705면 참조.

92) 오스트리아 헌법재 소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로 헌법재

소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데( E. Mel ichar. a.a. O. S. 445), 이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劉南碩, 오스트리아의 憲法裁判制度, 재 자료 제92집, 

법원도서 (2001), 168-186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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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동일한 기 에 따라서 규율된다. 따라서 연방 법원이 법률에 하

여 헌 단을 한 경우에도 일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결의 

존재만으로는 원칙 으로 이미 확정된 다른 재 에 한 재심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 것이다. 

  Common Law에서 유래된 doctrine of res judicata는 다의 인 개념이지

만 그 좁은 의미는 Claim Preclusion을 지칭하는 것으로서,93) 일정한 권리

계 내지 법  분쟁에 하여(on the merits) 선고된 최종  재 (final 

judgment)은 그 당사자들로 하여  후속사건에서 동일한 청구(same 

claim)를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지한다는 법리이다.94)

  한편 Issue Preclusion은 ① 선행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 으로 심

리․ 단된 쟁 은 동일한 권리 계(same claim)에 하여 이루어지는 후

속사건에서도 그 당사자들을 기속한다는 내용의95) direct estoppel과,96) ② 

이와는 달리 후속사건이 법리 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에 한 

것일지라도, 선행사건에서 실질 으로 심리․ 단된 것으로서 선행재 의 

93) 넓은 의미의 doctrine of res judicata는 claim preclusion과 issue preclusion 등

을 망라한 ‘先行裁判에 의한 遮斷效에 한 法理’를 포 하는 것인데(The body 

of law which sets the effect of proir adjudications(jud gments) is called res 

judicata. ) 이에 해서는 Shreve, 게서 459면 이하, 50 Corpus Juris 

Secund um(C.J.S.) Judgments, §698 참조.

94) The basic  rule of claim preclusion is that a final judgment on the merits 

precl udes the same parties (and those closel y related  to them) from litigating 

the same (or a sufficiently similar) claim in a subsequent litigation(Shreve, 

게서  462면).

95) The basic  rule of issue preclusion is that a final judgment precludes 

rel itigation of the same issue of fact or law, so long as (1) the issue was 

actual ly l itigated, d etermined  and necessary to the judgment in the prior 

adjudication, and (2) the circumstance of the particular case do not suggest 

any reason why  it would  be unfair to invoke the d octrine(Shreve, 게서 

462면).

96) 컨 , A와 B를 당사자로 하여 C가 A, B 사이에 출생한 子인지 여부가 실질

인 쟁 인 친생자 계존부 확인소송을 한 결과 C가 A, B의 子라는 사법  

단이 내려진 경우(선행사건), 나 에 A, B는 자신들이 당사자인 후속 양육비청

구소송에서 C가 A, B의 子라는 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direct estoppel 의 법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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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필수 인 쟁 에 해서는 선행사건의 사법  단

이 그 당사자들을 기속한다는 내용의97) collateral estoppel98) 등을 포 하

는 것이다. 

  와 같이 미국법상 preclusion 법리는 선행사건에서 실제로 심리․ 단

된 권리 계 내지 필수쟁 에 한정하여 선행재 의 사법  단이 후속사

건에 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물 등이 상이한 후속사건에 해

서만 용되는 선례구속의 원칙과 구별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와 독

일에서 논의되는 旣判力의 法理와 유사한 맥락으로 악할 수 있는 것이

다.99)  

     ( 3 ) 우리 헌법과 법률에 한 비교법  검토

      (가) 근거규범의 형식과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①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해서만 포  기속력 

 일반  효력을 인정하고 ‘합헌결정’에 해서는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서 내용상 독일의 입법례와 다르고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유사한 반면에, ② 헌결정의 일반  효력 등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형식  측면은 독일의 입법례와 유

사하고, 오스트리아 입법례와 다르며, ③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  헌결

97) Where the second  lawsuit involves a different claim(and hence no merger, 

bar, or direct estoppel), the first judgment may be invoke as to all matters 

actual ly litigated  and  d etermined  in the first action and essential to the 

judgment{Cromwel l v. County of Sac, 94 U. S. 351 (1876) 등 참조}.  

98) 컨 , A가 어떤 각서에 근거하여 B를 상 로 (원 지 기일이 도래하기 에 

먼  지 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B가 ‘  각

서가 A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에 한 주장․입증을 하여 A가 패소한 경

우( 선행사건), 나 에 A가  각서에 기재된 원 지 기일이 도래한 다음 B를 

상 로 원 지 청구를 하는 후속사건에서도 선행재 에서 이루어진 ‘  각서가 

A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에 한 사법  단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col lateral estoppel 의 법리이다. 

99) 미국법상 Issue Preclusion 법리를 우리 법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

여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론 인 측면에서도 아직 확립된 견해

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주석 신민사소송법 (Ⅲ) 318면 이하의 爭點

效에 한 논의 참조}. 따라서  단계에서는 미국법상 Preclusion 법리의 용

범 가 우리 旣判力 法理의 경우보다 그 용 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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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나타난 헌법해석에 하여 先例拘束의 原則이 용된다는 에서(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연방헌법재 소법에 이러한 선례변경에 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독일의 입법례와 다르고,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다.100)

  한편 우리 입법자는 ‘ 헌결정’의 효력에 련하여, ⓐ 형벌조항에 한 

헌결정의 효력과 ⓑ 민사법규 등을 비롯한 나머지 법률에 한 헌결정

의 효력을 본질 으로 달리 취 하고 있는 101)  등은 독일의 입법례와 일

부 유사한 측면이 있고(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5조 제7항),102) 

㉱ 유형의 附隨的 規範統制에서의 헌 단에 하여 ㉮㉯㉰ 유형의 本案

的 規範統制에서 이루어진 법률에 한 헌결정과 동일하게 ‘포  기속

력 내지 일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75조 제6항) 등도 독일의 

제도와 유사하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일반소송법 이론에 의하면, 形成力은 형성재 의 확정에 의하여 

재 내용 로 새로운 법률 계의 발생 는 종래의 법률 계의 변경, 소멸

이 생기게 하는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서, 認容裁判에만 발생하고 棄却裁判

에는 인정되지 않는데,103)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 내지 합헌 단은 해당 

심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 아니라 이를 배척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헌법재 소의 違憲決定에 해서만 形成的 效力의 성격을 가

지는 一般的 效力을104)  부여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법제도가 일반법

100) 이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5),  37-43면, 93-95면 참조. 

101) 구체 으로, ⓐ 유형 사건에서는 면 인 소 효를 인정하면서 이미 유죄 결

이 확정된 경우에 해서까지 일반 으로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반면에, ⓑ 유

형 사건에 용되는 법률에 한 헌결정에 해서는 당해사건을 제외한 나머

지 경우에 해서는 일반 인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민사사건 등과 같은 ⓑ 유형 사건에 한 헌결정의 소 효 범

에 한 학설 립은 원칙 으로 해당 재 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 음을 

제로 한 논의로서, 이미 확정된 유죄 결이 있는 모든 사안에 하여 일반 으

로 재심이 허용되는 ⓐ 유형의 형사사건에 한 면 인 소 효 문제와 완

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102) 본문에 언 된 ⓐ 유형 사건에 한 헌결정과 ⓑ 유형 사건에 한 헌결정

에 하여 차별  취 을 하는 법 제47조 제2항이 헌법에 배되지 않는다는 

에 해서는 헌재 2000. 8. 31.  2000헌바6 결정 참조.

103) 이성환, 게논문 125면 참조.  

104) 법 제47조에 근거한 헌결정의 一般的 效力은 羈束力이나 確定力과는 구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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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좀더 충실한 입법례에 해당하고, 합헌결정에 해서까지 일반  효력 

등을 인정한 독일의 입법례는 상당히 이례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05)  

      (나) 우리 법제도에 한 분석

       1) 형식 으로 확정된 헌법재 소결정의 선례로서의 효력

  헌법재 소결정은 선고하는 즉시 형식 으로 확정되는데, 행법상 헌법

재 소결정의 각종 효력들은 모두 當該 事件에 한 羈束力과 形式的 確定

力을 제로 한다는 에서, 이를 가장 기본 인 토 로 악할 수 있

다.106)  

  그런데 先例變更에 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미국식 제도를 연원으

로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향을 받은 것이고, 행법상 헌법재

소와 법원이 기존 선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 다음 이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실정법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에 하여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107) 이러한 선례  효력을 단순히 ‘事實上 拘束力’

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선례구속의 원칙은 선행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

는 것으로서 실체 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形成的 效力으로 악해야 하기 때문

에(同旨, 김지형, 게논문 307-310면, 이성환, 게논문 120-127면), 이를 確定

力의 범 확장으로 악한 최희수, 게논문 537-538면의 주장부분은 찬동하기 

어렵다.

105) 이성환, 게논문 120-129면에는, 독일에서 규범통제에 한 請求棄却決定에 

해서까지 法規的 效力(Gesetzeskraft)을 인정하는 것은 고유한 역사  배경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이론상 形成力은 形成訴訟의 認容裁判에만 인정되고 棄却

裁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제도를 독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이 언 되어 있다. 

106) 최희수, 게논문 537-538면에서는 법 제39조 소정의 確定力, 법 제47조 소정의 

羈束力  法規的 效力(一般的 效力)을 헌법재 소결정의 3大 效力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確定力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헌법재

소의 결정에 하여 確定力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차원’의 문제인 반면에, 

법 제47조 소정의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 등은 입법자의 정책  

단에 의하여 추가 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장부분은 어느 정도 

수 할 수 있다. 

107) 이에 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77, 84 (104)에서, “헌법재 소

는 입법행 를 헌법 자체를 기 으로 재단하는 것이지 헌법재 소의 先判例

(Präjudizieren)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아니며, 한 헌법재 소는 자신의 례

를 스스로 수동 으로 수정·변경할 수 없다. ”라고 시하 는데, 이러한 시부

분은 독일의 제도와 우리 법제도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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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후속사건에 해서만 용되고 기 력이나 기속력과는 애당  

용 역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구속의 원칙에 한 행법 규정은 헌법재

소의 심 차에 해서도 실질 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 다면, 법원의 사법  유권해석이 후속사건에 하여 事實上 拘束

力만을 발휘한다거나, 혹은 법원 재 에 ‘先例’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 헌법재 소결정과의 본질  차이  하나라는 등의 일부 학설의 주장

은 우리 법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

다.  

       2) 헌법재 소 헌결정의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의 성격

  우리 법제도상 헌법재 소 헌결정의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

의 경우, (헌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당해 재 에 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形成的 效力의 産物이므로,108) 명문

의 근거규정이 규율하지 않는 역에 하여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形成의 訴는 사법기 의 재 을 받아서 법률 계를 변동시키는 

내용의 소이며,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109)

  그 다면 헌법재 소가 당해사건에 용되는 어떤 법률에 하여 헌결

정을 한 경우, 법 제47조에 의하여 심 상 법률의 효력이 일반 으로 상

실되는 형성  결과가 발생하고 아울러 모든 국가기 은 향후  법률조항

의 규범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제로 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지

만, 법 제47조의 규율범 를 과하는 역에서 어떠한 법  효과를 인정

할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다른 측면에서, 헌법재 소가 헌심 제청이 된 

법률에 하여 합헌 단을 한 경우 당해사건을 심리하는 제청법원이 그 합

헌결정에 기속되어 재 을 해야 한다는 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상 

분명하지만,110) 당해사건이 아닌 다른 유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하여 

108) 김지형, 게논문 307-310면, 이성환, 게논문 120-127면.

109) 同旨, 이성환, 게논문 37면. 이러한 측면에서 행법상 헌법률심  차는 

법률의 헌성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을 구하는 

형성재 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성환, 게논문 39면,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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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결정이 어떠한 기속력을 발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합헌

결정의 기 력이 미칠 여지도 없으며,111) 단지 후속사건의 담당 법원 등은 

헌법재 소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구조 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다시 합헌 단을 할 것이라고 측하고 사건

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입법자가 선택하 다는 의미이다.

Ⅴ. 헌법재 소결정의 기속력에 하여112)

  1. 헌결정의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을 규정

한 법 제47조를 개정하는 것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

    가. 법률개정의 가능 여부

  만약 입법자가 법 제47조에 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헌법 제

107조 제1항에 명시된 효력범 에 해서만 개별 인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일반  효력 등에 한 규정내용을 폐지하는 식으로 법률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개정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개정법률이 헌법에 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헌결정의 일반  효력 등이 헌법  차원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선택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고,113) 여기에 형

110) 컨 , 제청법원의 담당 법 이 주 으로 당해사건에 용되는 해당 법률이 

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 소의 합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법 은  법률규정이 합헌으로서 유효함을 제로 하여 당해사건의 재 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취지인 것이다(同旨, 김지형, 게

논문 311-315면, 이성환, 게논문 74-75면, 정환, 게논문 53면). 

111) 따라서 헌법재 소가 선행사건에서 합헌결정을 선고한 이후에 이와 동일한 사

건이 아닌 후속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기 력이나 기속력 등으로 인한 제한 

없이 새로운 헌제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同旨, 김지형, 게논문 315면).

112) 이에 한 설명은 졸고(각주 16)  109-114면을 토 로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113) 장 수, 게논문 13면에는 ‘이러한 헌결정의 효력은 구체  규범통제의 성격

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헌법질서의 객 성과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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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조항에 한 헌결정의 효력과 다른 법률조항에 한 헌결정의 효력

이 서로 상이하다는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입법자가 행법의 규정과 

다른 정책  선택을 하는 것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

이다.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입법 등에 한 법원의 심사권에 

련하여, 입법자가 “하 심은 행정입법에 하여 부수  규범통제를 하되, 

법원에서 행정입법에 하여 헌․ 법 단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

도의 재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고,114) 이러한 법원 재 에 해서만 一

般的 效力 등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더라도115) 이를 

헌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116) 117)

 소송경제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법 제47조에 규정된 헌결정의 일반  효력  포  기속력이 헌법  차원

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간 으로 시사하는 취지로 볼 수 있

다. 

114) 이러한 제도는 법원이 ‘職權’으로 헌법률심 제청결정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구조이다. 

115) 이는 헌법재 소가 법 제68조 제1항의 權利救濟型 憲法訴願事件에서 ㉱ 유형 

附隨的 規範統制를 함에 있어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

에서만 해당 주장의 당부를 단하되,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 필요한 경

우에는 ‘결정주문’에 의하여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성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5조 제5항, 제6항과 유사한 구

조라고 할 수 있다. 

116) 행정소송법 제6조는 “행정소송에 한 법원 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는 법률에 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

은 행정자치부장 은 지체없이 이를 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련하여 일부 행정법학자들은 立法論으로 “ 헌․ 법인 

것으로 단된 명령 는 규칙의 폐지제도를 법 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編輯代表 

金鐵容․崔光律, 註釋 行政訴訟法, 博英社 (2004) 129-137면( 崔正一 집필부분) 

참조. 

117) 장 수 교수님은 法院의 명령․규칙에 한 헌․ 법심사는 個別的 效力만 

가질 뿐, 헌․ 법한 명령․규칙을 일반 으로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 만일 각  법원에서 일반 으로 명령․규

칙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경우 결의 불일치를 통한 법효력의 불일치가 발생

하게 되고, ⓑ 이와는 달리 하 심에서 명령․규칙에 한 헌․ 법심사를 

법원에 제청하고 법원에서만 명령․규칙의 일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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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부 학설의 문제 에 하여

  일부 학설은 행법상 ① 헌법재 소가 행하는 법률에 한 헌결정은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② 

법원은 행정입법에 하여 ‘개별  효력’만을 발생하는 규범통제를 하도

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마치 헌법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118)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7조는 ①②에 하여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

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한 사법기 의 재 에 하여 

一般的 效力 등을 추가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  선택에 좌우되는 문

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비교법  검토를 통하여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 다면 행법상 헌법재 소가 선고한 법률의 헌결정에 해서는 일

반  효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규범통제에 한 

재 결과에 해서는 개별  효력만이 인정된다는 은 ‘헌법  차원’의 본

질  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제로 한 일부 학설

의 주장부분은 論理的 飛躍이 있어서 이에 찬동할 수 없는 것이다. 

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법원이 ‘최종 ’ 심

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에 한 반 해석을 통하여 하 심 법원도 명령․

규칙에 한 심사권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것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논문 15면 등). 

      그러나 법리 단이 엇갈리는 각각의 하 심 결에 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불복하지 않는 경우 최종 으로 용되는 법리가 각각 달리지는 것은 법원의 

재 과정에서 일상 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당사자에게 불복 여부에 한 

처분권을 인정하는 이상 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부득이한 것이고, 한 본문과 

같이 하 심의 경우 부수  규범통제를 하도록 하면서 법원이 행하는 행정

입법 등의 헌․ 법 단에 해서만 일반  효력 등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

는 경우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 교수님의  주장부

분에는 선뜻 찬동하기 어렵다.  

118) 정태호, 게 지정토론문 579-580면, 정종섭, 헌법소송 346-355면 참조.



憲法論叢 第18輯(2007)

52

  2. 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결정이유’에 하여 포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일부 학설의 주장요지

  이에 하여 일부 학설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 결정주문 이외에 요

한 결정이유(결정요지)도 포  기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견

해를 취하지 않으면 포  기속력의 범 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결과 으

로 헌  법률이 재차 제정되어 다시  헌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19) 이러한 주장은 “연방헌법재 소의 재 은 연방과 

지방의 헌법기   모든 법원과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한 독일 연

방헌법재 소법 제31조 제1항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 제2원(Das Zweite 

Senat)이 “재 의 ‘決定主文’ 뿐만 아니라 재 의 ‘重要理由’도 憲法解釋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모든 헌법기 을 기속하기 때문에, 헌결

정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될 수 없다.”라고 시한 

것{BVerfGE 1, 14 (37). 이른바 ‘羈束說’}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120) 

    나. 독일 제도에 한 검토

  그러나 헌법재 소 헌결정의 ‘포  기속력’은 기 력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심사권한이 미친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그 효

력을 미칠 수 있는 범 는 기 력의 한계, 즉 동일한 법  분쟁에 한 범

를 벗어날 수 없다.121) 그 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

119) 정태호, 게 지정토론문 579-580면, 장 수, 게논문 13면, 정환, 게논문 

62-68면 참조. 

120) 독일의 례  학설에 해서는 Schl aich 게서, 단락번호 449-458과 鄭然宙, 

헌결정의 기속력, 憲法論叢 제17집(2006) 403-430면  407-416면 참조.  

121) 정환, 게논문 53면, 황우여, 게논문 302면, 309-3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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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건에 하여 선행재 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는 논거는 그 출발부터 

이론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설과 같

이 재 이유에만 기재되는 ‘憲法의 解釋’에 한 사법 단이 (동일한 사건

이 아니라 단지 유사한 구조에 불과한) 후속사건 반에 하여 포 으

로 기속력을 미친다는 식으로 논의를 개하는 경우 구조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122)123)

  에 따라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한 명문규정이 없는 독일 연방헌

법재 소법의 해석에 하여 부득이 일부 학설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 제1원(Das Erste 

Senat)의 경우 BVerfGE 77, 84 (104)에서,124)  헌결정의 기속력 등이 애

당  입법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단은 법질서를 변화

122) Schlaich 교수에 의하면 재 의 어떤 이유가 본래 ‘ 요한 것인지’가 40년 이상 

그 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는 등, 독일에

서 이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한다(Schlaich 게서, 단락번호 449-458 

참조).  

123) 私見에 의하면 ⓐ 미국에서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만 용되는 헌법의 사법  유권해석에 한 先例拘束의 原則의 용문제로 

악하고 있는  논 을 ⓑ 독일의 일부 견해가 선행사건과 후속사건 사이에 동

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될 수 있는 ‘재 의 기속력’에 한 문제로 해결

하고자 하는 근방식을 취하 기 때문에, 처음부터 裁判에 한 一般法理에 

부합하는 논리 개가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124) BVerfGE 77, 84 (104)  해당 부분의 원문은 “Diese Beurteilung entspricht 

der besonderen Verantwortung des d emokratisch legitimierten Gesetzgebers 

für d ie Anpassung d er Rechtsordnung an wechselnde soziale Anford erungen 

und veränderte Ordnungsvorstellungen. Sie trägt zugleich den funktionellen 

und institutionellen Grenzen verfassungsgerichtlichen Rechtsschutzes, 

namentlic h dem Umstand  Rechunung, daß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kte der gesetzgebenden Gewalt an der Verfassung selbst und nicht an 

verfassungsgerichtlichen Präjudizien zu messen hat und seine 

Rechtsprechung nicht aus eigener Initiative korrigieren kann; sie beugt einer 

mit d er rec hts- und  soziastaatlichen Demokratie unvereinbaren Erstattung 

der Rechtsentwicklung vor, ohne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rechtsverbindlichen Auslegung d er 

Verfassung und Gewährung wirksamen verfassungsgerichtlichen 

Rechtsschutzes zu gefährd en. ”인데, 그 번역은 정연주, 게논문 411-412면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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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  요구와 변화된 질서에 응시켜야 하는 민주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의 특별한 책임에 부합된다. 이는 동시에 헌법재 소에 의한 권리보

호의 기능 ·제도  한계, 즉 헌법재 소가 입법행 를 헌법 자체를 기

으로 재단하는 것이지, 헌법재 소의 先判例(Präjudizieren)에 따라 재단하

는 것은 아니며, 한 헌법재 소가 자신의 례를 스스로 수동 으로 수

정․변경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125) 이는 헌법에 한 법  

구속력 있는 해석과 효과 인 헌법재 소의 권리보호의 보장을 한 연방

헌법재 소의 과제와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법치국가 ․사회국가

 민주주의에 합치될 수 없는 법 발 의 경직을 방한다.”라고 시하

다가(이른바 ‘非羈束說’), 최근 BVerfGE 96, 260 (263)에서,126)  “비록 입법

자는 헌결정된 법률조항과 내용상 동일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연

방헌법재 소의 헌결정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복입법은 연방헌법

재 소의 헌법  단의 토 를 이루는 사실  는 법  계나 헌 단

의 기 가 되는 견해의 근본  변화에 기인하는 ‘特別한 正當化事由’를 요

구한다. 만일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방헌법재 소는 이미 

단한 헌법  문제를 다시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하면서 특

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반복입법에 하여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고 시하 다(이른바 ‘制限的 羈束說’). 그 다면 독일에서도 ‘羈束說’이 지

배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BVerfGE 96, 260 (263)의 시내용은 

미국 연방 법원이 先例拘束의 原則에 한 例外를 인정하기 해서는 ‘特

別한 正當化事由(special justification)’가 필요하다는 을 설시한 것과 사

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27) 

125) 私見에 의하면, BVerfGE 77, 84 (104)  본문의  친 부분은 독일 연방헌

법재 소법에 先例拘束의 原則에 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

을  반 하는 설시로 보인다.

126) BVerfGE 96, 260 (263)의 시내용은 정연주, 게논문 412-413면에서 재인용

하 는데, BVerfGE 98, 265 (320f.)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127) 본문 제3의 가.항 (5)에서 살펴 본 Planned  Parenthood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1992), Dickerson v.  U.S., 530 U. S. 428 (2000) 등의 시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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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법과 독일법의 규정차이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를 통하여 헌법재 소의 모

든 결정에 하여 선례구속의 원칙이 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헌결정에 해서만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을 추가로 부여하

고 있기 때문에(법 제47조 제1항, 제2항), 헌법재 소는 일 하여 합헌결정

의 경우 포  기속력 등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 先例로서의 效力은 인

정할 수 있다고 시하고 있다(간통죄 선례 참조). 와 같이 독일의 경우

와 분명하게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역에 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소 제2원의 례취지를 우리 제도에 한 설명에 그 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우리 법제도에 한 실무 인 검토

  만약 입법자가 헌법재 소의  法律에 한 헌결정이유를 제 로 

악하지 못하고 바로 유사한 헌  하자를 포함한 新 法律을 제정하 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재 소에서 입법자가 법 제47조 제1

항을 반하 다는 이유로 하여 新 法律에 한 헌결정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新 法律이 법 제47조 제1항에 된다는 사유는 法律

의 衝突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新 法律이 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28)

  다른 측면에서, 선행사건에 한 헌법재 소결정이유  가장 요한 것

은 ‘헌법의 해석’으로서, 그 실질 인 역할은 후속사건에서 ‘심사기 ’을 세

우는 데에 선례로 원용되는 것인데, 우리 법상 포  기속력 등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합헌결정이유’에 나타난 ‘헌법의 해석’의 경우도 후속사건의 

128) 同旨, 정연주 게논문 413-415면. 따라서 헌법재 소가 新 法律에 하여 헌

결정을 하기 해서는  法律에 한 헌결정이유에 나타난 ‘헌법의 해석’ 등

을 선례로 원용하여 심사기 을 정립한 다음, 新 法律이  심사기 에 배되

는지 여부를 다시 단하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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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단에 하여 심사기 이 될 수 있는 것이다.129) 

    마. 소결론

  와 같이 우리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한정하여 포  기속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이 아닌) 법률인데, 헌결정이유에 기재된 헌

법해석 등에 하여 ‘포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학설의 주장

의 경우 독일의 일부 견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더욱이 우리 법제도상 이를 합헌결정이유에 기재된 헌법의 해석 등과 구별

해야 하는 실익이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른바 ‘기속설’

에 입각한 일부 학설의 주장을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

욱이 우리 법제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헌법재 소 심 차에 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130) 이론 으로 문제가 있는 독

일의 일부 견해를 도입하는 것은 더더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다. 

Ⅵ.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에 하여

  1. 우리 헌법재 소결정에 기 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129) 정연주 게논문 413-416면에서는, 독일에서의 견해 립에 하여 검토한 다

음 ‘제한  기속설’과 결과 으로 유사한 ‘기 상호존 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그 취지는 체로 수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련된 독일과 우리 

법제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례와 학설을 우리 법제도

에 한 해석론으로 바로 원용하는 것은 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0) 우리 헌법재 소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의 활용을 통하여 원칙 으로 종  선

례에 나타난 법리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아울러 헌법  단의 토 를 

이루는 사실  는 법  계의 근본  변화 등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발생

한 외 인 경우에는 기존 선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합리 인 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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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旣判力의 本質과 법 제39조  제40조의 규정취지

  憲法裁判所決定의 旣判力은 憲法上 法治國家原理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

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 력을 인

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131) 다만 법 제39조는 “헌법재 소는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一事不再理’가 旣判力의 핵심요소  하나라는 에 비추

어 볼 때 이는 旣判力에 한 실정법  근거가 될 수 있고, 우리 입법자는 

기 력에 한 일반이론 에서132) 헌법재 소결정에 해서는 ‘反復禁止

說’의 입장을 취한다는 정책  선택을 한 것으로 악할 수 있다.133)

  그런데 이러한 통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에 규정된 ‘同一한 事

件’의 개념 내지 범 에 해서는 다시 세부 인 견해 립이 가능할 것인

데, 일단 違憲法律審判 節次의 訴訟物을 法律 는 法律規定에 한 憲法

審査를 요구하는 請求人의 要求(Begehren)라고 정의한 다음,134)135) 審判事

131) 同旨, 김지형, 게논문 288-290면, 최희수, 게논문 544-548면. 다만 이에 

하여, 규범통제에 한 헌법재 소결정의 경우 旣判力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否

定說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당부에 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132) 민사소송법상 기 력의 본질에 한 학설 립에 해서는 게주석 신민사소송

법 (Ⅲ) 제308-310면, 김지형, 게논문 291-293면 참조.

133) 법 제39조에 의하면 선행재 의 결정유형에 계없이 동일한 사안에 하여 후

속사건에서 다시 심리하는 것이 부 법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同旨, 황

우여, 게논문 304면, 최희수, 게논문 549면).

134) 이성환 게논문 39면 참조.  논문 44면에는 “基本權을 가진 주체로서의 私

人은 裁判請求權의 한 내용으로 자신이 계된 법률 계에서 문제된 法律의 무

효를 법이 정한 일정한 節次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범통제의 소송물에 한 개념정의 등은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가 

中間裁判的 性格을 가진다는 논 과 한 계가 있다.  

135) 김지형, 게논문 294면에는 법률에 한 구체  규범통제의 소송물을 “문제된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법률이 헌법 반의 심사기 에 비추어 일반 으

로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라고 악하고 있으나, 구체  규범통제 차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주  권리보호이익 요건, 행법상 헌결정이 가지는 

형성  효력 등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본문과 같은 정의가 좀더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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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의 當事 와 訴訟物(審判의 象. Verfahrensgegenstnde) 등이 동일한 

경우가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36)

  한편 법 제40조에 의하면, 旣判力의 客觀的․主觀的 範圍에 한 민사소

송법 제216조, 제218조 등에 한 법리가 헌법재 소의 모든 결정에 원칙

으로 용된다고 할 수 있다.137)  

    나. 비교법  검토

     ( 1 ) 독일에서의 논의와 련하여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법에 기 력에 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하여 Bayern 支邦 헌법재 소는 BayVerfGHE 5, 166 (183); 11, 227 (140) 

; 18, 30 (35); 20, 101 (107)에서 헌법재 소가 행하는 각종 規範統制에 

하여 旣判力을 부인하는 시를 하 다(否定說).138) 그 논거를 살펴보면, 

旣判力은 그 개념상 일정한 事實關係(Sachverhalt)에 規範(Norm)을 용하

는 재 차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規範統制 節次는 그러한 

재 차와는 달리 下位規範을 上位規範(憲法)에 견주어 평가하는 차이

므로 단순한 法律適用(Gesetzanwendug)의 차와는 논리 인 구조가 완

히 다르고, 오히려 본질 으로 立法作用(Gesetzgebung)에 가깝기 때문에 

規範統制에 한 憲法裁判所決定에 하여 旣判力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다.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결정에서 재  1인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否定說의 논거를 원용하여, 規範統制를 목 으로 하는 헌법재 은 일반소

송과 다르기 때문에 旣判力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우리 입법자

136)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22, 387 (405); 24, 63 (67) 등 확립된 례를 

통하여, 기 력이 있는 헌법재 소의 결정이 선고된 이후에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하여 다시 제기한 심 청구가 부 법하다고 시하고 있다

(김지형, 게논문 277면, 291면 참조).

137) 同旨, 김지형, 게논문 277면.

138) 이에 해서는 김지형, 게논문, 290면, 최희수, 게논문 5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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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一事不再理’에 한 법 제39조를 규정하 기 때

문에,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을 구체 으로 비교한 다음 비록 양자의 당해사

건 내지 사실 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事實關係가 性質上 基本的으로 同

一한 種類에 속하고 심 상 법률의 違憲 否에 한 爭點이 同一한 경

우 후속청구가 법 제39조에 배되어 부 법하게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이러한 소수의견은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이 ‘헌법  차원’에서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15, 313 (319); 47, 146 (161, 

165) 등 일 된 례에서 헌법에 직  근거하여 규범통제에 한 연방헌법

재 소의 결정에 해서도 기 력을 인정하고 있고,139) 독일 통설도 헌법

재 소의 심 기능은 본질 으로 司法作用으로서, 여러 사법작용  規範

統制만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을 지 하면서 肯定說을 지

지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통설, 례는 旣判力에 한 一般法理와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 소결정에 기 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차원’의 문제

가 아니라 ‘헌법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2, 380 (403)에서, “법치국가원리

의 요청에 따른 法的 安定性은 법 발견과정에 한 차  규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  존속력(Rechtsbeständigkeit)이 보장되는 궁극  해결

(Abschluß)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의 

보장을 해서는 具體的인 事案에서 不當한 決定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

도 경우에 따라 감수해야 한다.”라고 시한 다음, BVerfGE 29, 413 (432)

에서는 “일정한 事實關係에서 발생한 請求權의 行使를 일반 으로 제한 

는 지시키는 것이 具體的 妥當性의 原則(Grundsatz der Gerechtigkeit 

im Einzelfall)에 부합하는 사안에서도 이미 旣判力이 있는 裁判에 의하여 

확정된 請求權이 있다면 이러한 確定裁判의 旣判力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

로서, 만약 입법자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旣判力을 고려하지 않은 입

139) 최희수, 게논문 5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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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하 다면 그러한 法律은 法院의 確定裁判에 한 旣判力의 存續保護

의 요청에 배되는 것으로서 法治國家原理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 것

이 되어 헌법에 반된다.”라는 취지로 시하고 있는데,140)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141) 

     ( 2 ) 미국에서의 논의와 련하여

  한편, 미국에서 Claim Preclusion  Issue Preclusion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 法的 安定性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하여 旣判力의 法理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서, 연방 법원의 법률에 한 헌 단 

등에 해서도 일반법리가 그 로 용된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

다. 

  나아가 연방 법원은 이에 하여, 이미 確定된 裁判에 하여 事後的 

立法作用이나 行政作用 등을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 하여  재심리를 하도

록 규정한 법률은 憲法上 權力分立原則에 배되어 헌이라고 시하고 

있는바{United States v. Klein, 80 U.S. (13 Wall.) 128 (1872), Plaut v. 

Spendthrift Farm, Inc, 514 U.S. 211 (1995) 등 참조}, 이 역시 기 력에 

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와 같은 맥락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40) BVerfGE 2, 380 (403); 29, 413 (432)의 시내용은 김지형, 게논문 289면, 최

희수, 게논문 548면에서 재인용하 다.

141) 최희수, 게논문 548면에 인용된 BVerfGE 3, 225 (237)를 보면, 독일 연방헌

법재 소는 더 나아가서, 憲法制定이나 憲法改正을 하면서 裁判의 確定力을 否

定하는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지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만약 일정한 規範

(헌법규범)이 법에 내재한 기능인 平和守護機能을 부정하거나 왜곡 는 

하게 무시한다면 이러한 규범은 그 자체 본래 인 憲法規範이 갖추어야 할 내

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무효일 수 있다고 시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VerfGE 3, 225 (237)의 시는 독일 기본법의 해석상 憲法

(Verfassung)과 憲法律(Verfassungsgesetz)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헌법재 소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하여,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헌심사의 상이 아니다.”라고 시하 다는 (헌재 1995. 12. 28. 95헌바3 

결정; 1996. 6.  13.  94헌바20 결정; 2001. 2. 22. 2000헌바38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례취지를 우리 헌법에 한 일반 인 해석론으로 쉽게 수용하

기는 어렵다는 에 해서는 拙稿, 違憲法律審判 節次에 한 몇 가지 논의, 

憲法論叢 제16집(2005) 181-254면  223-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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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론

  否定說에서는 규범통제에 한 헌법재 소결정이 本案的 規範統制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一般的인 司法作用과 본질 으로 다르고 오히려 立

法作用과 유사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경

우 (독일 기본법이 抽象的 規範統制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否定說을 배척하고 肯定說을 취하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 소의 심 차가 본질 으로 司法作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헌법재 소결정의 旣判力은 法的 安定性을 핵심으로 하는 法治國家

原則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만이 허용되는데, 

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유사한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1항에 하여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具體的 規範統制가 본질 으로 구체 인 법률분쟁

을 해결하기 한 中間裁判(Zwischenverfahren)의 性格을 가진다고 시하

고 있고,142) 같은 맥락에서 법률의 헌 여부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일반법원의 구체  사건에 한 재 을 ‘ 한’ 것이어야 하며, 법률의 헌 

여부가 유일하게 재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主된 問題(Hauptfrage)를 해

결하기 한 先決問題(Vorfrage)라는 143)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기 의 

규범통제 차에서 당해 법  분쟁의 생활사태 내지 사실 계가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144) 해당 법률이 그 규율 역에 효력을 미침으로 인하여 

헌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는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에서 어떠한 事實

關係가 認定되는지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145) 

  그 다면, 우리 법제도의 해석상 否定說의 논거는 수용할 여지가 없고,  

구체 인 법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헌법재 소의 규

범통제에 하여 ‘헌법  차원’에서 旣判力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42) BVerfGE 42, 42 (49); 46, 66 (71); 77, 259 (261). 

143) 이부하, 재 의 제성 314-315면 참조.

144) 최희수, 게논문 544-546면.

145) 이부하, 이유제시의무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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肯定說을 취한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46)  

  2. 헌법재 소결정에 따른 기 력의 효력범

    가. 일반론

  일정한 法的 紛爭에 하여 사법기 의 단에 旣判力(實質的 確定力)이 

발생하면, 裁判機關의 경우 동일한 분쟁에 한 새로운 후속재  차에

서147) 기 력이 있는 단내용에 모순· 되는 새로운 단을 하는 것이 

지되고(矛盾禁止 : Widersprunchverbot), 當事 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한 다른 후속재  차에서148)  이미 기 력이 발생한 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이 지된다(反復禁止 : Wiederholungsverbot).149)

    나. 헌결정의 기 력에 근거하여 立法 에 한 규범반복

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1 )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에서는 헌법재 소가 어떠한 법률에 하여 違憲決定을 선고한 경

우, 그 旣判力의 효과로서 立法 에 하여  法律과 동일한 내용의 新 

法律(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本質的으로 동일한 新 法律을 포함)을 制定하

는 것을 禁止시키는 作用(規範反復禁止 : Normwiederholungsverbot)이 인

정되는지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립이 있다.150)

146) 同旨, 김지형 게논문, 289-290면, 최희수, 게논문 544-549면 등.

147) 동일한 재 차에서 재 기 이 다른 사법  단을 할 수 없는 것은 (旣判力

이 아니라) 羈束力의 효과이다. 

148) 동일한 재 차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旣判力이 아니라) 

形式的 確定力의 효과이다. 

149) 김지형, 게논문 291면 참조.  

150) 아래에서 살펴보는 독일에서의 견해 립은 김지형, 게논문 300면 이하의 내

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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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설

  헌법재 소의 法律에 한 違憲決定은 立法機關 등 모든 憲法機關을 包

括的으로 羈束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동일하거나 

본질 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지된다고 하면서, 規範

反復禁止(Normwiederholungsverbot)의 효력을 羈束力(Bindungswirkung)

의 내용으로 악하고 있다. 

      (나) 제2설 

  違憲決定의 旣判力이 미치는 客觀的 範圍를 擴張하여 이해함으로써, 입

법자는 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동일하거나 본질 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

률을 반복하여 제정하는 것이 지된다고 보고 있다. 

      (다) 제3설

  제3설은 規範統制節次의 訴訟物이 단순히 구체 으로 문제된 法律 그 자

체에 한 違憲性 여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과 같은 

종류의 法的 規制가 일반 으로 違憲인지 여부의 문제를 포 한다는 견해

를 이론  제로 한다. 이러한 견해를 토 로 한 다음, 法律의 違憲決定 

이후에 그와 동일하거나 본질 으로 유사한 내용의 法律이 제정되는 경우 

그 違憲性을 다투는 規範統制 節次는 종  헌결정이 선고된 심 차와 

訴訟物이 동일한 것으로서, 종  違憲決定의 旣判力은 그 規範統制 節次의 

當事  뿐만 아니라 裁判機關인 憲法裁判所를 기속하는 작용을 하여 헌법

재 소가 후일의 재 차에서 旣判力 있는 단내용과 矛盾·抵觸되는 判

斷을 하는 것이 禁止되므로, 이러한 旣判力에 의하여 違憲決定 후에 제정

된 新 法律에 하여도 違憲決定을 하여야 한다는 기속을 받아서 결과 으

로 입법자에 해서도 規範反復禁止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라) 제4설

  違憲決定의 羈束力의 효과나 旣判力의 작용 등에 의하여 입법자에 한 

規範反復禁止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

는  1987. 10. 6. 선고된 BverfGE 77, 84 (103f)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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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분명하게 밝혔다.

     ( 2 ) 검토  

      (가) 제1설에 하여

  제1설의 경우, 헌결정의 주문 이외에 ‘헌법해석에 한 요한 결정이

유’도 포  기속력을 가진다는 논거를 제로 하고 있는데,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론  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151)  

      (나) 제2설에 하여 

  한편 規範統制 節次의 當事 가 아닌 입법자에 하여 違憲決定의 旣判

力이 미칠 수 없으므로, 제2설의 견해도 채택할 수 없다.152)   

      (다) 제3설에 하여

   法律에 한 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입법자의 新 法律의 제정행

는 헌법률심  차에서 심 상의 역에 속하는 내용을 형성․변동하

는 別個의 事實關係를 이루는 것이고, 실무 으로  法律과 新 法律이 과

연 본질 으로 동일한 것인지에 해서도 항상 단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

문에,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을 同一한 訴訟物을 심리하는 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설의 견해와 같이 訴訟物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는 것

을 제로 하여 旣判力의 法理를 입법자에게 용할 수 없는 것이다.153)

      (라) 제4설에 하여 

151) 한 아래 제3설에 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法律의 헌 여부에 한 

선행사건과 新 法律의 헌 여부에 한 후속사건은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를 羈束力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제1설을 채택

할 수 없다. 

152) 同旨, 김지형, 게논문 303면. 한 아래 제3설에 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法律의 헌 여부에 한 선행사건과 新 法律의 헌 여부에 한 후속사건

은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선행사건의 旣判力

이 후속사건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없다. 

153) 同旨, 김지형, 게논문 303면.  논문의 은 법률에 한 규범통제를 抽象

的 規範統制와 유사하게 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에서도 

제3설과 같이 소송물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私

見과 같이 具體的 規範統制의 원칙을 제 로 반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제3

설과 같이 임의로 소송물의 개념을 확장하는 논거는 타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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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의 헌 여부에 한 선행사건과 新 法律에 한  후속사건은 同

一한 訴訟物을 심리하는 차라고 할 수 없고 입법자를 당사자라고 볼 수

도 없는 이상, 헌결정의 선고 이후에 新 法律을 제정한 입법자에게 旣判

力이 미칠 수 없다는 제4설이 타당하다.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의 인정

여부는 헌법  차원의 문제로서 양자의 당사자  소송물 등이 동일한 경

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 같이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소송물 등이 동일하지 않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 소가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違憲決定 

이후에 제정된 新 法律의 規範統制 節次에서 종  헌결정과 다른 단을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문제를 旣判力의 時的 範圍問題로 해결해야 하

고, 따라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矛盾을 禁止하는 旣判力이 작용하여 新 

法律에 하여 동일한 취지의 違憲決定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 소가 BverfGE 77, 84 (104)에서 이러한 사정변경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法律에 한 헌결정이 가지는 旣判力을 일반 으로 

부인하는 것처럼 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 하는 견해가 있다.154) 이러

한 비  견해는 더 나아가서 BverfGE 77, 84 (104)에서, “이러한 단은 

법질서를 변화하는 사회  요구와 변화된 질서에 응시켜야 하는 민주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의 특별한 책임에 부합된다. 이는 동시에 헌법재 소

에 의한 권리보호의 기능 ·제도  한계, 즉 헌법재 소가 입법행 를 헌

법 자체를 기 으로 재단하는 것이지, 헌법재 소의 先判例(Präjudizieren)

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아니며, 한 헌법재 소가 자신의 례를 스스로 

수동 으로 수정․변경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 

한 법  구속력 있는 해석과 효과 인 헌법재 소의 권리보호의 보장을 

한 연방헌법재 소의 과제와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법치국가 ․

사회국가  민주주의에 합치될 수 없는 법 발 의 경직을 방한다.”라고 

시한 부분을155) 지 하면서, 이를 체 으로 보면  法律에 한 違憲

154) 김지형, 게논문 302-303면. 

155) BVerfGE 77, 84 (104)  시부분의 원문에 해서는 각주 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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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이 언제나 입법자에 하여 規範反復禁止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法律의 규제내용과 련되는 生活關係에 변화가 있고 新 法律이 

그것에 부합하기 한 것인 때에 한하여 그 規範反復禁止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56) 

  그러나 우선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은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소송물 

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면서도 선행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향을 미친다고 보는 

논거는 旣判力에 한 一般法理에 정면으로 배되는 것이다. 

  한  비  견해 에서 선행사건에서의 헌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면 헌법재 소가 기존의 사법  단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주장부분은 旣判力 등에 한 문제가 아니라 先例拘束의 原則의 용

에 한 문제이다. 미국 제도에 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사건의 소송

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구조 으로는 유사한 소송물을 심리하는 후속사건

에서 기존 선례를 그 로 유지․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declaratory 

precedent), 헌법  단의 토 를 이루는 사실  는 법  계나 헌

단의 기 가 되는 견해의 근본  변화에 기인하는 ‘特別한 正當化事由

(special justification)’가 인정되는 외 인 경우에는 先例를 變更하여 

용한다는 것이 선례구속의 원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157)

156) 김지형, 게논문 302-303면은 이 문제를 旣判力의 時的 範圍의 문제로 악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희수, 게논문 555-564면도 같은 맥락이다.   

157) 先例拘束의 原則이 확고한 일반원칙으로 뿌리내린 미법계와 비교하여 볼 때, 

독일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방헌법재 소법에도 

‘선례변경’에 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77, 84 (104)에서, 본문의  친 부

분과 같이 연방헌법재 소의 재 에 先例拘束의 原則이 용되지 않는다는 취

지로 시하 다가, 그 후 BVerfGE 96, 260 (263)에서는, “비록 입법자는 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내용상 동일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복입법은 연방헌법재 소의 헌법  

단의 토 를 이루는 사실  는 법  계나 헌 단의 기 가 되는 견해의 

근본  변화에 기인하는 ‘特別한 正當化 事由’를 요구한다. 만일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방헌법재 소는 이미 단한 헌법  문제를 다시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시하면서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반복입법에 

하여 다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시하 는바, 이는 先例拘束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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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결론

  旣判力에 한 一般法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법제도를 해석함에 있어

서도 헌법재 소가  法律에 하여 헌결정을 한 다음 입법자가 이와 

본질 으로 동일한 新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 기 력에 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제4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新 法

律에 한 후속사건에서 헌법재 소가 ‘특별한 정당화 사유’의 존부에 한 

심리를 통하여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先例를 變更하는 방법과 

종  선례를 원용함으로써 간편하게 다시 헌결정을 하는 방법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司法費用을 化할 수 있도록 하

다.158)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법제도는 (독일의 경우에 비하여) 헌결정

이 선고된 이후의 사후 인 사정변경에 응하여 헌법재 소가 합리 으로 

처할 수 있는 이론 ․실무 인 토 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159) 

    다.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에 근거한 당사자에 한 반복

지의 효력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하여 本案的 規範統制 등을 한 경우, 선행사건과 

후속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통 이 있는 경우 후속사건의 당사자에게 

기 력이 미치는지에 하여 제기될 수 있는 견해의 립을 시하면 다음

과 같은데, 각 견해에 한 타당성 검토는 아래 다.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

다.  

     ( 1 ) 廣義說

그 例外에 한 미국 연방 법원의 시내용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

가 있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58) 이에 해서는 각주 54)의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에 한 설명 참조.

159) 다시 말하면, 우리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BverfGE 77, 84 (104)  본문

의  친 부분을 그 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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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 소가 本案的 規範統制에 해당하는 선행사건에서 특정 규범조문

(normtext)의 헌 여부를 심 한 경우 구체  사실 계 내지 당사자 등의 

동일성 여부와 계가 없이 一般的․抽象性을 띠는 규범조문의 客觀的 違

憲 否에 하여 旣判力이 형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선행사건에서 심리한 

同一한 法律條 의 헌 여부를 다시 다투는 모든 후속사건에 하여 선행

재 의 기 력이 작용한다는 취지로서, 일부 학설은 이 견해를 취한 것으

로 보인다. 

     ( 2 ) 廣義說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에서 심 상 法律條 과 함께 양자의 當事 가 同

一해야만 선행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미친다는 취지이다.160) 

     ( 3 ) 狹義說

  廣義說의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 으로 양자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선행사건의 선고시 을 기  하여 양자의 事實關

係 내지 生活事態가 유사한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이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당해사건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廣義說의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 으로 선행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효력을 미치지만, 

시간  측면, 유형  측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자의 ‘抽象化된 事實

關係’가 본질 으로 다르다는 이 인정되면 외 으로 양자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고,161) 이러한 외 인 상황에서는 선행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더 이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162)  

     ( 4 ) 狹義說

  양자의 심 상 법률조항,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해사건까지 동일해야만  

선행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이다.163) 

160) 아래에서 살펴보는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 등 결정의 재  3인의 소수

의견이 廣義說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에 따라서는 재  3인의 

소수의견을 아래 狹義說과 유사한 것으로 악할 여지도 있다).

161) 이에 해서는 최희수, 게논문 522-523면 참조.

162) 최희수, 게논문 555-556면, 559-564면, 김지형, 게논문 325-328면, 이성환, 

게논문 72면은 狹義說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3)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등 결정에서 재  5인은 狹義說을 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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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39조에 한 헌법재 소의 례에 하여

    가. 련 사건들의 개과정

     ( 1 ) 헌재 2 0 00 .  2 .  2 4.  9 8 헌바9 4 등 결정(이하,  ‘ 제1 차 결정’ 이라  

한다)  

  “과세 청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의 것)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 부분(이하 ‘근거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서 과세율

을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당사자들에게 부과하 는데,  당사자들은 

법원에 한 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 유형 헌법소원을 하면서 근거법

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 임 지의 원칙에 배된다고 주장하

다.” 

  헌법재 소는 재  7인의 다수의견을 통하여 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

장을 모두 배척하고 근거법률조항에 하여 합헌결정을 하 다.164)

     ( 2 ) 헌재 2 0 0 0 . 4 .  2 7.  2 0 00 헌바15 등 결정( 이하,  ‘ 제2차 결정’ 이

라 한다)

  “제1차 사건의 청구인이 아닌 다른 별개의 당사자들이 근거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련하여 ㉯ 유형의 헌법소원을 하면서, 근거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 임 지의 원칙 등에 배된다고 주장하

다.”

로 보인다{그 당시 재  1인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하여 “헌법재 소결

정의 기 력은 항상 그 결정시 과 련되어 있다. 헌법재 소의 단은 결정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계를 기 로 하기 때문에 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사실 계들은 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 력은 종 의 결정 이후에 발생

하는 새로운 사실 계에는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시한 독일 연방헌

법재 소의 례(BVerfGE 70, 242, 249-250)와 유사한 취지라고 악하면서, 

재  5인의 의견이 狹義說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164) 그 당시 재  2인은 “근거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 임 지의 원칙

에 배된다.”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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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 소는 제1차 합헌결정을 선례로 인용하면서, 근거법률조항에 

하여 다시 합헌결정을 하 다.

     ( 3 ) 헌재 2 0 0 1 . 6 .  2 8.  2 0 00 헌바48  결정( 이하,  ‘ 제3 차 결정’ 이라  

한다)

  “그런데 2000. 4. 27. 제2차 합헌결정을 선고받은 당사자들  1명이 그 

로부터 불과 40일 정도 경과된 2000. 6. 13. 근거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련하여 다시 ㉯ 유형의 헌법소원을 하면서, 근거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 임 지의 원칙 등에 배된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재  5인은 제1, 2차 합헌결정을 선례로 인용하면서, 근거

법률조항에 하여 다시 합헌 단을 하 는데( 狹義說), 재  3인은 제2

차 결정의 기 력이 제3차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廣義說 내지 狹義說).165) 

    나. 검토

     ( 1 ) 廣義說에 하여

  제 1, 2, 3차 사건은 모두 헌법재 소가 동일한 근거법률조항(규범조문)

에 하여 ㉯ 유형 本案的 規範統制를 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廣義

說을 취하는 경우, 헌법재 소는 제2차 사건에서 이미 본안 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차 청구를 부 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하했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 소결정의 旣判力에 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례, 학설 

등을 살펴보면,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안에

서 선행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데,166)167) 이는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을 裁判에 한 一般法理

165) 제3차 결정 당시 재  1인은 규범통제에 한 헌법재 소결정에 旣判力을 인

정할 수 없다는 否定說을 취하 음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66) 김지형, 게논문 307-310면, 최희수, 게논문 559-563면, 황우여, 제논문 

306-307면, 이성환, 게논문 76-78면, 정환, 게논문 40-44면 참조. 

167) 제1차 사건과 비교하여 심 상 법률조항은 동일하지만 당사자 등의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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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헌법  차원’의 문제로 악하는 통설, 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선행사건에 여할 여지가 없었던 후속사건 당사자에 하여 선

행재 이 기 력을 미친다는 일반법리가 헌법에서 바로 도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 유형의 本案的 規範統制는 모두 主觀的 利害關係

를 가지는 當事 의 존재를 제로 하는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설은 마치 이를 抽象的 規範統制와 유사한 

제도인 것처럼 오인하 기 때문에 이론 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168)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本案的 規範統制에 

한 헌법재 소결정이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 등과 계가 없이 일반 ․

추상성을 띠는 심 상 법률조항의 객  헌 여부에 하여 旣判力을 

발생한다는 廣義說은 그 이론 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169)170)  

     ( 2 ) 廣義說에 하여 

인정되지 않는 제2차 사건에서, 재  9인  구도 그 청구를 각하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이에 하여 본안 단을 해야 한다

는 에 해서는 재  원의 의견이 일치하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8) ‘(특정 요건을 구비한 公共機關이 아닌) 一般 當事 의 경우 司法機關에 자기가 

련된 具體的 法的 紛爭의 解決과 무 하게 規範統制를 請求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다는 ’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공통 이라

는 은 본문 제2의 나.항 (1)  각주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69) 廣義說의 주장은 오히려 “규범통제에 한 헌법재 소결정은 立法作用과 유

사하여 旣判力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否定說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否定說이 타당하지 않다는 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70) ㉰ 유형 규범통제에 한 헌재 2007. 7. 27. 2006헌마551, 2007헌마88·255 (병

합) 결정에서, 재  1인은 “법규의 내용이 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

자가 다르더라도 동일 쟁 에 한 헌법소원은 동일사건이라 할 것인데, 심리

불속행제도에 하여 이미 합헌 단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헌법재 소법 제39

조(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부 법 각하하여야 한다.”라는 소수의견을 개진하 는

바, 이는 廣義說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 유형 ‘법률헌법소원’도 抽象的 規範統制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具體

的 規範統制에 해당한다는 {상세한 내용은 본문 제2의 나.항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와 같은 소수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사

건에서 본안 단을 한 다수의견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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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廣義說은 ‘審判 象 法律조항  當事 의 同一性 要件’이 충족되면 선행

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미친다고 보면서, ㉯ 유형과 같은 本案的 規

範統制에서 심 상이 되는 것은 당해사건에 용할 규범조문의 헌 여

부일 뿐이고, 당해사건은 법원에 남아 있어 헌법재 소의 심 상에 편입

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당해 분쟁의 사실 계를 소송물의 

동일성에 한 검토 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해사건이 다

만 헌법재 소에서의 심 의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밖에 없고, 따라서 당해

사건이 다르다는 것이 심 상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직 인 향

을 끼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 유형 本案的 規範統制는 모두 구체

 규범통제로서 심 상 법률의 헌 여부는 언제나 구체  사실 계와 

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事實關係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심 상으로부

터 이를 제외하고자 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171) 한 具體的 規範統制

는 본질 으로 구체 인 분쟁(主된 問題)을 해결하기 ‘ 한’ 것이므로, 선행

사건과 후속사건의 主된 問題에 해당하는 ‘당해사건’이 구체 으로 일치하

지 않는 이상 이를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廣義說의 근본 인 문제 은 우리 헌법재 소가 당해사건의 구체

인 사실 계와 유리되어 심 상 법률조항의 객  헌 여부를 심

상으로 하여 단하는 것처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잘

못된 견해를 제로 하는 경우, 구체  규범통제의 원칙을 채택한 우리 헌

법의 기본체계에 어 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 3 ) 狹義說에 하여 

      (가) 근본 인 문제

  의설의 경우도 구체  규범통제의 본질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廣義說과 유사한 근본 인 문제 을 안고 있다. 

      (나) 기 력의 법리와 선례구속의 원칙의 용 역상 차이  

  특히 의설의 논거  의설과 구별되는 주장부분은 旣判力에 한 논

171) 同旨, 최희수, 게논문 559-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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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아니라 先例拘束의 原則에 련된 것인데,172) 의설을 주장하는 국

내 논문들은 先例拘束의 原則에 하여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러한 사항을 旣判力에 한 문제로 취 하고 있는바,173)  이는 의설의 이

론 인 한계를 단 으로 보여주는 목이다. 

      (다) 旣判力에 한 一般法理에 련하여

  한편 통설에 의하면,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이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

는 것이므로, 그 본질  법리는 법원의 재 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법 제40조에 의하여 일반 으로 헌법재  차에 용되는 민사

소송에 한 통설  견해는, “기 력은 소송물에 해 행한 단의 효력으

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당사자에 한 구속력으

로 문제가 된다. 旣判力制度는 국가의 재 기 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公權

的으로 단한 것에 기 한 法的 安定性에서 유래된 것이나, 결의 내용

에 묵과할 수 없는 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具體的 妥當性 앞에

서 양보하여야 한다. 그것이 再審制度이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

정변경은 事實資料에 한 내용만이 포함되고, 法律․判例의 變更, 法律의 

違憲決定, 基礎가 되었던 行政處分의 變更, 事實關係에 한 다른 法律評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이고,174) 법원 1998. 7. 10. 선고 98다

7001 결은 “일반 으로 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 결에 

반하는 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 결의 효력은 그 

표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 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

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소의 확정 결의 기 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

172) 구조 으로 선행사건과 유사하지만 구체 인 사실 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후속

사건에서 기존 선례를 그 로 유지․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헌법  

단의 토 를 이루는 사실  는 법  계의 근본  변화에 기인하는 特別한 

正當化事由가 인정되는 외 인 경우에는 先例를 變更하여 용한다는 것이 

선례구속의 원칙의 핵심이라는 은 에서 본 바와 같다.

173) 컨 , 김지형, 게논문, 이성환, 게논문, 최희수, 게논문 등의 경우, 주로 

독일에서 제기된 학설을 토 로 하여 논의를 개하면서, 미법에 뿌리를 두

고 있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先例拘束의 原則에 해서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174) 李時潤, 제3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6) 554-555면, 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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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같이 辯論終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 으로 事實資

料에 그치는 것으로, 法律의 變更, 判例의 變更 혹은 결의 기 가 된 行

政處分의 變更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시하고 있는데, 旣判力에 

한 一般法理에 한 우리 통설, 례는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례와 

같은 맥락이다.175)  

  와 같이 旣判力에 한 一般法理는 구체 인 법  분쟁에 하여 확정

된 사법  단이 존재하는 경우 具體的 妥當性보다는 法的 安定性이 우선

하는 것을 기본 목 으로 하는 것인데, 의설의 주장과 같이 (具體的인 

事實關係가 아닌) 抽象化된 事實關係를 기 으로 하여 기 력의 효력범

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법리와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라) 假定的 事例를 통한 검토 

   3)항의 논의와 련하여, 만약 제2차 합헌결정이 선고된 시 과 동일

한 당사자가 제3차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  사이에,  다른 청구인이 

근거법률조항의 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 는데(이하, ‘X

사건’이라 한다), 헌법재 소가 X사건을 심리해 본 결과 제1, 2차 결정의 

先例를 變更해야 하는 ‘特別한 正當化 事由’가 있다고 단하고 근거법률조

항에 하여 헌결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 다고 가정하여 보자. 

  狹義說에 따르면, X사건의 헌결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제3차 사건에 

해서 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이론 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제2차 사건과 제3차 사건은 主된 問題에 해당하는 당해사건(구체 인 

175)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BVerfGE 2, 380 (403)에서 “법치국가  요청에서 요구

되는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의 보장을 해서는 具體的인 事案에서 不當한 

決定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한 다음, BVerfGE 29, 413 (432)에서 “일정한 事實關係에서 발생한 請求權의 

行使를 일반 으로 제한 는 지시키는 것이 具體的 妥當性의 原則

(Grundsatz der Gerechtigkeit im Einzelfal l)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旣判

力있는 裁判에 의하여 확정된 請求權이 있다면 이러한 確定裁判의 旣判力은 보

호되어야 하며, 만약 입법자가 이를 무시하고 旣判力을 고려하지 않은 立法을 

하 다면 그러한 法律은 法院의 確定裁判에 한 旣判力의 存續保護의 요청에 

배되는 것으로서 法治國家原理의 본질 인 구성요소인 法的 安定性의 原則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憲法에 반된다.”라는 취지로 시하 는바, 이는 旣判力

의 一般法理에 한 우리의 통설, 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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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분쟁)이 서로 달라서 애당  동일한 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狹義說을 취하는 경우, 원칙 으로 제2차 합헌결정의 旣判力이  

제3차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 소는 제3차 사건에서 헌

결정과 같은 본안 단을 할 수 없고 부 법 각하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狹義說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

하기 하여 제2차 합헌결정 이후에 ‘事實關係의 變化’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法律의 違憲性 審査基準인 憲法의 解釋에 한 判例變更’이 있는 

경우에도 제2차 결정의 기 력이 차단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

다.17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2차 결정 이후에 발생한 ‘審査基準에 한 

判例變更’을 근거로 원칙 으로 인정되는 기 력이 사후 으로 배제된다는 

취지로서, 旣判力의 一般法理에 배치되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4 ) 狹義說에 하여

      (가) 本案的 規範統制에서의 용문제

  이에 해서는,  (다)항에서 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 소가 判例變更

을 통하여 X사건과 제3차 사건에서 근거법률조항에 한 헌결정을 한 

다음, 제2차 사건의 당사자가 와 같은 判例變更을 이유로 하여 이미 패

소 확정된 제2차의 당해사건(主된 問題)에 련하여 근거법률조항이 헌

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등을 다시 제기한 사례를 가정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제2차 사건의 당해사건의 경우, 근거법률조항이 합헌임을 제로 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3

차 사건 당해사건 결과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 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176) 김지형, 게논문 327-328면, 최희수, 게논문 563면 참조. 한편  논문들의 

경우, 헌법률심  차에서 ⓐ 심사기 이 되는 헌법의 해석에 한 례변

경과 ⓑ 그 심 상의 역에 속하는 법률의 해석에 한 례변경을 같은 차

원의 문제로 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부분은 사법  유권해석의 기본구조

와 조화되기 어렵다{이에 해서는 拙稿, 우리 헌법률심 제도와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 스티스 통권 제90호 (2006.  4.) 5-72면  7-8면, 35-45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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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狹義說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당해사건에 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다시 제기한  헌법소원은 배척될 수밖에 없고,177)  이러한 결론은 法的 

安定性을 확보하기 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까지 구체  

타당성을 내세워서 다시 제기된 헌법소원을 수용하면, 헌법재 소가 례

변경을 할 때마다 기존 선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았던 모든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법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

되기 때문이다.178)  

      (나) 附隨的 規範統制에서의 용문제  

  本案的 規範統制에 한 검토에 비추어 보면, 附隨的 規範統制에서 선행

사건과 후속사건의 해결을 하여 필요한 先決問題의 同一性과 함께, ‘主된 

問題’에 한 구체  사실 계, 당사자 등의 동일성까지 인정되어야만 선행

재 의 기 력이 후속사건에 미치게 된다는 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편의

상 아래 제7항에서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의 간재  성격에 

하여 먼  살펴본 다음, 가정  사례 A, B, C에 련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 소결론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제3차 결정에서 狹義說을 취한 재  5

인의 의견은 具體的 規範統制의 本質과 旣判力에 한 一般法理에 부합하

는 것으로서 이론 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177) 우리 입법자는 행정사건에 용되는 법률에 하여 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확정 결에 해서는 일반 으로 재심청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5조 제7

항), 이러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배되지 않는다(헌재 2000. 8. 31. 2000헌바6 

결정 등 참조).

178) 독일 연방헌법재 소도 BVerfGE 2, 380 (403)에서, “법치국가  요청에서 요구

되는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의 보장을 해서는 具體的인 事案에서 不當한 

決定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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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의 본질

  1. 헌법재 소결정의 간재  성격

  우리 법제도가 抽象的 規範統制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재 소

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규범통제는 主된 問題( 컨 , 당해사건 등과 같은 

구체 인 법  분쟁)의 先決問題를 해결하는 中間裁判的 性格을 가진다. 

主된 問題를 해결하는 체 인 사법 차가 형식 으로 2단계로 구분되는 

㉮㉯유형 규범통제의 경우에도 헌법재 소가 행하는 규범통제가 당해사건

의 정한 해결을 한 체 인 차흐름의 일부라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이 해당 분쟁

의 당사자에게 바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179)180) 만약 그 분쟁에 하여 

애당  해당 당사자에게 헌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헌

법재 소가 련 법률에 하여 헌 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기본구

조에 하여 좀더 살펴본다.

179) 이성환, 게논문 76-77면, 최희수, 게논문 565-566면은 모두 ㉮ 유형 규범통

제에 한 헌법재 소결정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직  기 력을 미친다는 

결론에 찬성하고 있다.  

180) 다만 이성환, 게논문 76-77면에서는 ㉮ 유형 규범통제에 하여 제청법원은 

당사자에 해당하지만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  차의 당사자로 볼 수 없

고, (당해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 소가 행한 재 을 中間裁判이

라고 할 수 없다고 제한 다음, 제청법원을 당해사건의 당사자를 한 소송담

당자로 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론구성을 하여(제3자 소송담당에 한 이론

을 원용함)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도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이 미친다는 결

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이나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1항은 헌법재

소의 결정이 당해사건의 해결을 한 中間裁判的 性格을 가진다는 을 ‘헌법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논문 74면에도 提請法院이 헌법재

소의 결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旣判力이 아니라 羈束力(節次內部的 拘束力)의 

결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  논문 80면에는 ㉯ 유형 규범통제에 하여 당

해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소원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기 력의 직  용 상으

로 악하고 있는데, ㉯ 유형 규범통제의 본질을 ㉮ 유형 규범통제의 경우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는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론구성의 타당성에 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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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교법  검토

    가. 독일․오스트리아 제도에 한 일반론181)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체  규범통제에 하여 ㉠ 법률은 일반

으로 합헌으로 추정되는데(Vermut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182) ㉡ 

헌법재 소의 헌법률심  차 등은 당해사건에 한 단일한 쟁송 차 

내에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中間節次(Zwischenverfahren)이기 때문에, 

헌법률심  차도 법원의 소송 차와 마찬가지로 일차 으로 당해사건

의 재 을 한 것으로서183) 헌법재 소는 구체 으로 계속된 재 에 필요

한 때, 그리고 필요한 범  내에서만 규범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고,184) 

㉢ 일반법원이 스스로 헌이라고 단하는 법률을 당해사건에 용하지 

않고서도 재 을 할 수 있다면 ‘재 의 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

다는 원칙185) 등이 확립되어 있다.

    나. 미국 제도에 한 일반론186)

  미국에서도 ㉠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경우 일반 으로 헌법에 합치되

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187) ㉡ 법원

은 구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의 헌 여부를 단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를 하며(the doctrine of strict necessity

181) 좀더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141), 190-193면, 216-219면 참조. 

182) BVerfGE 2, 282; 7, 412.  

183) BVerfGE 42, 42 (49); 77, 259 (261). 

184) Schlaich 게서 단락번호 139 참조.

185) BVerfGE 64, 251 (254).

186) 이는 졸고(각주 8) 561-563면, 졸고(각주 141)  190-192면, 218면 등의 기재

내용을 토 로 재정리한 것이다.

187) Fletcher v. Peck, 6 Cranch 87 (1810); Lawrence v. State Tax Commission of 

Mississippi, 286 U.S. 276 (1932); Concordia Fire Ins. Co. v. People of State 

of Illinois, 292 U.S. 535 (1934) 등 다수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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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만일 쟁 이 된 법률의 헌 여부를 단하지 아니하고도 당해사

건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 이고 비헌법 인 근거(independent 

nonconstitutional ground)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법률의 헌 여부에 

하여 단하지 아니한다는 원칙189) 등이 확립되어 있다. 

  3.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에서 형성되는 재 의 이유

에 하여

    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제도의 차이 과 공통

  집 형 규범통제제도를 취한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 헌법재 소의 결

정 는 헌결정에 하여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 등을 법률 내

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 등을 토 로 하여 

분산형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식 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主된 問題인 구체 인 법  분쟁의 先決問題를 해결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헌법을 심사기 으로 하고 심 상 법률조항의 헌 

여부를 사법 으로 단하는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에서, 그 재 이

유에 나타나는 심사구조는 그 재 주문이 일반  효력을 발생하는지 혹은 

법률의 유권해석기 과 헌법의 유권해석기 이 분리되는지 여부 등과 아무

런 련이 없기 때문에,190) 이러한 삼단논법의 결론이 도출되는 단계까지

188) United  Broth.  of Carpenters and Joiners of America v. McAdory, 325 U.S. 

450 (1945); Bush v. State of Tex., 372 U.S. 586 (1963); Rosenberg v. Fleuti, 

374 U. S. 449 (1963) 등 다수 례.

189) Lane v. Wilson, 307 U.S. 268 (1939); Blum v. Bacon, 457 U. S. 132 (1982); 

Escambia County, Fl a. v. McMillan, 466 U.S. 48, (1984) 등 다수 례.

190) 일반 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연방법률의 해석․ 용문제를 심리함과 동시에 그 

연방법률의 헌 여부까지 함께 단하기 때문에 ‘단일한 사법기 ’에서 ‘헌법’

과 ‘법률’에 한 사법  유권해석을 동시에 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

법률의 경우 그 최종 인 사법  유권해석을 해당 주의 최고법원에서 행하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토 로 하여 주법률이 연방헌법에 배되는지 여부만을 연

방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심사 상인 주법률에 한 사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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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식 제도와 독일․오스트리아식 제도 사이에 본질  차이가 없는 것

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미국과 독일에서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에 련하여 확립

된 기본원칙의 경우 모두 사법기 이 구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

한 범  내에서 법률의 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그 세부 인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동일한 취지로 

악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우리 법제도에 련해서도 별다른 異見 없이 

그 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컨 , 우리 민사소송 차에서 원고가 당해사건에서 승소하기 하여 

제기한 여러 가지 선택  주장들 에 당해사건에 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 헌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① 원고의 다른 주장

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부 승소할 수 있는 경우 그 헌성 주장

의 단은 구체  사건의 해결에 필수 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반면에 당

해 소송의 법요건이나 사실 계 등에 한 검토결과 그 헌성 주장의 

당부와 계없이 원고 패소 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원고의 헌주장은 

‘재 의 제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확립된 기본원칙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191)  

권해석기 (州 高法院)과 ⓑ 심사기 인 연방헌법 등에 한 사법  유권해

석기 (聯邦大法院)이 확실하게 분리된다. 이러한 미국의 사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⑴ 당해 재 의 제가 되는 법률의 헌 여부에 한 사법  단에 하

여 個別的 效力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一般的 效力을 취할 것인지에 한 

문제와, ⑵ 심사기 인 헌법의 사법  유권해석기 과 심 상인 법률의 사법

 유권해석기 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지에 

한 문제가 실질 으로 아무런 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이에 하여는 졸고

(각주 16), 87-90면 참조}.

191) 同旨, 李明雄, ‘재 의 제성’에 련된 실무상 문제 들, 2002.  11.자 헌법재

소 연구 세미나 발표문(미공간) 13면. 이에 한 상세한 설명에 해서는 졸고

(각주 8) 504-520면, 557-574면, 졸고(각주 16), 90-93면, 졸고(각주 141), 

190-1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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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리 법제도의 운용에 한 실질 인 검토

    가. 일반론

  우리 법제도가 抽象的 規範統制方式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에

게 애당  自己關聯性이나 主觀的 權利保護利益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

에서 사법기 이 련 규범의 헌 여부에 한 본안 단을 할 필요가 없

고 이를 해서도 안 된다. ‘구체 인 법  분쟁에 하여 당사자에게 헌  

결과가 발생한다는 ’은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에서 사법기 이 해

당 규범에 한 헌 단을 하기 한 최소한도의 요건이기 때문이다.192)

    나. 당해 분쟁에서 애당  당사자에게 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당해 법  분쟁의 구체  사정과 이에 용된 규범들을 어느 모

로 살펴보더라도 당사자에게 어떠한 헌  상황도 발생한 이 없다면, 

우리 사법기 이 련 규범에 한 헌 단을 구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

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컨 , 법 제41조의 헌법률심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당해사건에서 부승소 결을 받거나 법 제68조에 근거한 헌

법소원청구인의 법익이 애당  제한된 이 없었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재 의 제성 요건이나 주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흠결된 경우, 그 신

192) 이인호, 게논문 352-353면은 ‘구체  분쟁에 문제된 하나의 행 를 놓고 그 

법  평가를 하는 것이 사법작용의 본질’이므로, ‘해당 규범의 수많은 규율의 

가닥 에서 당해사건에 용되는 규율의 용결과가 헌이라는 이 규범에 

한 헌 단의 토 가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님이 와 같은 논

의를 ‘규범에 한 한정 헌결정이 가장 기본 인 결정유형’이라는 주장과 바로 

연결시킨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가 구체  규범통제방식에 있어서 

당해 법  분쟁에서 당사자에게 헌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 사법기 의 

헌 단에 한 최소한도의 요건이라는 취지라면, 이에 해서는 으로 동

의한다. 이에 해서는 졸고(각주 16) 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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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나 청구가 각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법률의 헌 여부가 당해 

분쟁에서 당사자에게 헌  상황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기본권 

침해가능성 요건의 흠결).193)194)

    다. 당해 분쟁에서 당사자에게 헌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 소가 헌법률심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인용하기 

해서는 어도 당사자에게 헌  상황이 발생하 다는 이 제되어야 

하는데,195) 이러한 사안에서 사법기 이 그 헌  결과를 시정하기 해

서는 다시 ‘違憲的 狀況의 根源’이 무엇인지에 한 原因分析을 해야 한다. 

행법에 의하면, 主된 問題의 發生原因이 ① 해당 공권력 행사의 근거법

률의 헌성인지, ② 아니면 법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담당기 이 

자의 인 공권력 행사를 하 기 때문에 헌  결과를 야기하 는지에 따

라서 당사자에게 발생한 헌  상황을 사법 으로 시정하는 방법이 달라

193) 다시 말하면, 헌법률심  제청이나 헌법소원심 청구의 경우 原則的으로 그 

헌제청신청 내지 헌법소원심 청구 시 부터 헌법재 소의 결정 시 까지 

재 의 제성 요건이나 주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사후  사정변경에 련된 例外를 인정하는 것도 최소한 당사자의 헌제청신

청 내지 헌법소원심 청구 시 에는 법요건을 구비한 사안에 한정된다는 취

지이다{同旨, 劉南碩, 裁判의 前提性 判斷基準, 憲法規範과 憲法現實 (權寧星 

敎授 停年記念論文集) 979면 이하  996면 참조}.

194) 헌법재 소의 례도 ⓐ ⑴ 헌제청신청 당시에 당해사건에 한 소각하 결

이 이미 확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⑵ “당해사건이 부 법한 것이어서 심 상 

법률의 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헌제청신청은 ‘재 의 제성’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 법하다고 시함으로써

(헌재 1992. 8. 19. 92헌바36 결정 등 참조) 헌제청시 뿐만 아니라 헌심

시 에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다음, ⓑ 다만 헌법재

소의 심리기간 도  재 의 제성이 사후 으로 소멸되었으나 기본권침해행

의 반복 험성과 헌법  해명의 필요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를 인정한다고 시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결정,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결정 등 참조).

195)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불리는 것은 원칙

으로 當事 에게 具體的으로 발생한 違憲的 狀況을 是正하는 것을 목 으로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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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이다.196)

  本案的 規範統制와 附隨的 規範統制가 모두 간재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한 근방식은 기본 으로 동일한데, 여기서는 附

隨的 規範統制에 한 假定的 事例 A, B, C에 련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197)

     ( 1 ) 附隨的 規範統制의 中間裁判的 性格

  사례 A, B, C에서 청구인들이 ㉠㉡ 주장을 함께 제기한 것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차에서 인용결정을 하면서 공권력 행사의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5조 제5항에 련된 것으

로서, 이러한 부수  규범통제가 中間裁判的 性格을 가진다는 에 해서

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로 인한 분쟁

을 종국 으로 해결하기 한 사법작용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 제75조 제5

항은 그 소송물 자체를 확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정한 경우 先決問題

에 한 단을 ‘決定主文’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198)  

      (가) 근거 법률에 한 규범통제가 수반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런데 해당 공권력작용의 근거법률에 헌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계없이 헌법재 소가 해당 공권력기 의 행 만을 취소함으로써 당사자에

게 발생한 主된 問題인 헌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96) 李承桓, 기본권침해의 직 련성에 한 헌법재 소결정의 정리와 체계화시도, 

憲法論叢 제17집(2006) 299-372면  346면의 기재내용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 유형 규범통제에서도 와 같은 ‘違憲的 狀況의 根源’에 한 原因分析

이 필요하고, 만일 심 상 법규범을 잘못 지정한 경우 불이익은 청구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 유형의 규범통제에 련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違憲的 狀況의   

根源이 (行政作用 등이 아니라) 立法作用이라는 이 분명한 사안에서도, 다시 

그 헌  상황의 직  원인이 구체 으로 어떤 입법작용인지 특정한 다음 

이에 하여 具體的·個別的인 原因分析을 해야 한다는 은 졸고(각주 16) 

139-141면 참조.  

197) ㉮㉯ 유형의 本案的 規範統制에서의 근방식에 한 검토는 졸고(각주 16) 

96-103면 참조.

198) 同旨, 이성환, 게논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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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 사례 A에서 검사가 아무런 증거가 없이 무 의처분이 아닌 기소

유 처분을 하 다는 ㉠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 주장의 당부와 계

없이) 그 기소유 처분은 헌 이라고 볼 수 있고, 甲男에게 발생한 헌

 상황은 헌법재 소가 ㉠ 주장을 수용하여 그 기소유 처분을 취소함으

로써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와 같이 ㉠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 소에서 더 나아가서 기소

유 처분의 근거법률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의 헌 여부를 다투는 ㉡ 주장

에 련하여 附隨的 規範統制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민의 

표기 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은 합헌으로 추정되고,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 차에서는 구체  사건을 해결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에

서만 법률의 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견해라는 

에 비추어 보면, ㉠ 주장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甲男에게 발생한 主된 問題

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상, ㉱ 유형의 부수  규범통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그 다면 ㉱ 유형의 부수  규범통제 등에 한 법 제75조 제5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헌인 법률 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

이라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유형의 규범통제에서 ‘재

의 제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논거와 실질 으로 동일한 의미가 된

다. 이는 당사자에게 발생한 違憲的 狀況에 하여 具體的으로 原因分析을 

한 다음, 그 원인이 법률 자체의 헌성에서 비롯한 경우에 비로소 規範統

制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99)200)

199) 미국에서 당사자가 直接性․處分性을 가지는 외 인 법률조항이 헌이라는 

취지의 Dec laratory Judgement 등을 구하는 소를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우리 법상 법률에 한 ㉰ 유형의 本案的 規範統制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유사

한 기능을 한다는 은 본문 제2의 나.항 (1)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 제

75조 제5항은 ㉱ 유형 附隨的 規範統制 뿐만 아니라, 헌법재 소가 ㉰ 유형 ‘법

률헌법소원’에 하여 인용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결정주문’에 의하여 헌선고

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바, 이는 본문과 같은 具體的인 原因分析이 ㉰ 

유형 규범통제에 해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同旨, 

이승환, 게논문 346면).

200)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련하여, 우리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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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거 법률에 한 규범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례 A에서 甲男과 乙女의 간통행 에 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헌법재 소는 ㉡ 주장의 당부에 하여 

실질 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 소에서 ㉡ 주장을 심리한 결과 간통죄 선례를 그

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형법 제241조 제1항을 당해사건에 용한 A 

검사의 기소유 처분은 甲男에게 헌  결과를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재 소는 결정이유에서 ㉡ 주장을 배척한 다음 甲男의 헌법소원을 기

각하는 결정주문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헌법재 소에서 ㉡ 주장을 수용하여 간통죄 선례를 변경하

고자 하는 에서는,  법률조항을 그 로 용한 A 검사의 기소유 처

분이 甲男에게 헌  결과를 야기하 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그

로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 소가 그 결정이유 등에서  법

률조항의 헌성을 지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기소유 처분을 취소하는 

식으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인용결정에 따라서 사례 A를 

다시 처리하게 되는 행정부 소속 검사의 입장에서  법률조항의 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法治主義原則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 直接性․處分性을 가지는 行政立法 등이 헌․ 법이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주  이해 계를 가지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법

률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고, 다만 立法作

用에 한 司法的 統制를 헌법재 소가 아닌 법원에서 최종 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한편 立法作用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공권력 작용(行政立法의 制定 등)에 해

서는 원칙 으로 법원의 재 을 통하여 당사자의 법익침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은 헌법소원의 경우보다 상 으로 國民의 權利救濟 範圍를 擴大하

고, 具體的 妥當性을 提高한다는 측면에서 정 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본질

으로 ‘단순한 법률 반’에 해서는 심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법

원의 재 에서는 해당 공권력 행사가 (헌법 반에 이르지 아니하는) 법률 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익을 침해받은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고(독일의 

Schumann‘sche Formel 참조), 립당사자 구조를 취하는 행정소송 차에서 

具體的인 事實認定을 함에 있어서 실체  진실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

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좀더 상세한 내용은 졸고(각주 16) 114-117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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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입장에서 甲男에게 야기된 헌  

상황을 합헌  방법으로 시정하기 해서는 우선 ㉱ 유형의 規範統制를 통

하여 근거법률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용

을 배제한 다음(先決問題인 立法作用에 한 附隨的 規範統制), 이러한 中

間的 司法判斷을 토 로 하여 A 검사의 기소유 처분이 甲男에게 헌  

결과를 발생하 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야만 궁극 으로 당해 분쟁에서 

합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1)

  그러므로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 소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헌인 법률 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

에서 당해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법 제75조 제5항은 헌법재 소에게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차에서 

違憲的인 立法作用이 해당 공권력 행사의 헌성의 근원인 경우 ‘결정주문’

에 의하여 헌선언을 할 수 있는 ‘權限’을 인정한 법률규정으로 보아야 하

고, 이를 헌법재 소에게 어떠한 ‘裁量’을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

다.202) 와 같은 사안에서 헌법재 소가 근거법률에 하여 헌 단을 

하는 것은 당해 분쟁에서 합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기 때

문이다. 

  반면에, 법 제75조 제6항은 “제5항의 경우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제47조의 규정을 용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 인용결정  그 ‘결정주문’에 기재된 헌 단

에 하여 법 제47조 소정의 ‘포  기속력 내지 일반  효력’ 등을 추가

로 부여하 는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47조의 규정내용 자체가 

입법정책의 산물이므로,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재 소가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결정이유’에서만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201) 즉, 사례 A에서 ㉠ 주장이 이유 없고 ㉡ 주장만이 이유 있는 경우, 甲男에게 

발생한 違憲的 狀況의 직  원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行政作用’이지

만, 그 違憲的 狀況의 根源은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立法作用’이라고 볼 수 

있다.

202) 김지형, 게논문 296-297면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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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헌법  차원에서 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2 ) 기 력과의 계  

  다음으로 ㉱ 유형 附隨的 規範統制의 中間裁判的 性格이 헌법재 소결정

의 旣判力에 한 논의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

다. 

      (가) 사례 A, B에 한 비교․검토

  컨 , 旣判力에 한 狹義說의 분석구조에 의하면, 헌법재 소가 사례 

A에서 간통죄 선례를 그 로 유지하여 부수  규범통제에 한 ㉡ 주장에 

하여 합헌 단을 하는 경우, 사례 A, B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모두 甲男

이고 양자의 ‘抽象化된 事實關係’는 본질 으로 동일하며 각 사건의 발생시

기도 불과 2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례 A에서 이루어진 

선행재 이 사례 B에 하여 기 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甲男이 사례 A에서 청구하는 것은 2007. 1. 1.자 간통 의에 

한 A 검사의 2007. 2. 1.자 기소유 처분으로 구체 으로 발생한 違憲的 

狀況을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고, ② 사례 B에서의 청구는 2007. 3. 1.자 간

통 의에 한 B 검사의 2007. 4. 1.자 기소유 처분으로 인한 헌  상황

을 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모두 主된 問題인 ‘각 기소유 처분으로 인

한 주  불이익의 해결’을 한 여러 방법  하나로서 ㉠ 주장과 함께 

부수  규범통제를 구하는 ㉡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 A, B에서 청구인의 ㉠ 주장이 인정되면 헌법재 소가 ㉡ 

주장에 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고,203) 甲男이 사례 A에서 간통을 하 다

는 증거가 있다고 하여 사례 B에서도 부합증거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

으며,204)  그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례 A, B의 소송물이 동

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례 A, B는 甲男에게 발생할 수 있는 

203) 이는 ㉱ 유형의 부수  규범통제에서 개별사건에 한 사실인정 문제가 규범통

제의 방법이나 결과에 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4) 만일 사례 B에서 甲男의 간통행 에 한 부합증거가 없는 경우 헌법재 소는 

㉡ 주장에 하여 단할 필요 없이 ㉠ 주장을 인용하여 B 검사의 기소유 처

분을 취소함으로써 甲男에게 발생한 헌  상황을 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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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의 헌  상황을 각각 해결하기 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 소가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는 그 청구를 인용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이를 기각하 다고 하여 기 력 의 문제가 발생할 여

지가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狹義說의 분석구조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나) 사례 B, C에 한 비교․검토

  한편 사례 B, C와 같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해서도, 

련 당자자의 신분에 따라서 규범통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컨 , 헌법재 소가 사례 A에서 간통죄 선례를 유지하여 ㉡ 주장에 

하여 합헌 단을 한 다음, 나 에 사례 B, C를 함께 심리하면서 甲男과 乙

女가 간음하 다는 에 한 증거는 충분하지만 有夫女의 간통을 처벌하

는 것만이 헌이라는 헌재 2000헌바60 결정 소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간통

죄 선례를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 B에서는 甲男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이유에서 ㉡ 주장을 배척해야 하는 반면에, 사례 C에서는 乙女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결정주문에서 C 검사의 기소유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형법 제241조 제1항  유부녀의 간통을 처벌하는 용 역에 해

서만 헌 단을 하는 결정주문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質的인 一部違憲決

定). 이와 같이 양자의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은 구체  규범통

제에서 해당 분쟁을 구체 으로 직면한 당사자의 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

워주는 것이다. 

      (다) 소결론

  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간재  성격을 가지는 ‘넓은 의미의 규범

통제’에서 선행재 은 구체 인 사실 계와 당사자 등이 모두 일치하는 후

속사건에 한하여 기 력을 발생한다는 狹義說이 이론 으로 타당하다는 

을 재확인할 수 있다.

    라. 법 제75조 제5항의 해석에 한 견해 립과 이에 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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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청구병합설에 입각한 헌재 1 99 7 .  1 . 1 6.  9 0 헌마1 1 0 등 결정

의 개요

  법 제75조 제5항의 해석에 하여 단일청구설과 청구병합설이 립하고 

있음은 에서 본 바와 같은데, 먼  후자의 견해를 토 로 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결정의 당부에 하여 살펴본다. 

      (가) 사건의 개요

  『이는 청구인이 고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 형사사건에 하여, 사

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의자에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불기소처분의 근거법률이 헌이라고 다툰 사안에 한 것이다.』 

      (나) 헌법재 소의 단 

  헌법재 소는  사건에 하여 ①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규범통

제를 수반하지 않는 헌법소원’과 ② 불기소처분의 근거법률에 한 ㉰ 유

형의 규범통제를 구하는 ‘법률헌법소원’ 등 2개의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악한 다음, 자에 해서는 재  9인의 원일치의견에 따라서 主觀的 

權利保護利益이 없다는 이유로 却下決定을 선고하고, 후자에 해서는 재

 4인의 합헌의견, 재  5인의 헌의견에 따라서 棄却決定을 선고하

다. 

     ( 2 ) 청구병합설의 이론  문제 에 하여

      (가) 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질에 련하여

  청구병합설은 행정 청의 執行行爲를 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에서 청구인이 그 집행행 의 근거법률에 한 부수  규범통제를 구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소송물 자체가 확 된다는 견해를205) 제로 한 것으로 

205) 컨 , 김지형, 게논문 304면에는 “執行行爲를 상으로 하는 憲法訴願審判

節次의 경우에는 그 執行行爲가 請求人의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일반 으로 

침해하 는지 여부와 아울러, 規範統制 節次에서의 訴訟物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根據法律의 違憲性 여부가 訴訟物로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청구병합설과 같은 맥락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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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가 직면한 구체  

분쟁을 해결하기 한 司法作用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례 A, B, C에 한 

검토와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中間裁判的 性格 등에 비추어 보

면, 와 같은 헌법소원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헌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主된 問題로 하는 단일한 청구로 보아야 하고, 

그 집행행 의 근거법률에 한 헌성 주장은 다양한 공격방법  하나로 

악해야 한다.206)   

      (나) 법 제75조 제5항, 제6항의 규정내용에 련하여

  한편 법 제75조 제5항은 해당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만 ‘결정주문’

에서 당해법률조항 등에 한 헌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재 차에서 소송물을 특정 하는 문제는 이를 토 로 하여 내려지

는 사법  단의 결과유형( 컨 , 청구에 한 인용결정 는 기각결정)

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 으로 이보다 먼  단해야 하는 문제이

다. 그러므로 법 제75조 제5항은 소송물 자체를 확 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고, 단지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함에 있어서 先決問題에 한 단을 ‘決

定主文’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文理解釋과 論理解釋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207)  이 문제를 단계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만일 헌법재 소가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헌성으로 

인하여 이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  상황을 야기하 다고 

단하 다면, 당해 법  분쟁에서 합헌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반드

206) 同旨, 정구환, 게논문 627면 참조.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들은 ‘불기소처분’이라는 집행행 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고소인)의 권

익을 제한한 것이므로, 만약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에 하여 ㉰ 유형 규범통

제를 독립 으로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청구부분

은 ‘直接性’ 요건을 결여하여 부 법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재

소가 청구병합설을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 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7) 同旨, 이성환, 게논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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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決定理由’에서 근거법률에 한 헌 단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까

지의 문제는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에 련된 것임은 에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더 나아가서 법 제75조 제5항, 제6항을 제정함으

로써, 헌법재 소가 와 같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법률

의 효력을 일반 으로 배제하는 形成的 效力을 발생하는 헌 단을 별도

의 ‘決定主文’을 통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 는데,208)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명문의 근거법률이 용되지 아니하는 역에서 헌법재 소가 규범통

제에 한 ‘決定主文’을 선고한 것은 법리 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

이다.  

      (다) 넓은 의미의 구체  규범통제의 간재  성격에 련하여

  한편  사건에서 청구인의 법익에 직  제한을 가한 집행행 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임인데,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에 하여 主觀

的 權利保護利益이 없기 때문에 却下決定을 해야 한다는 에 하여 재

 9인의 의견이 일치하 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가 그 집행행 의 근

거법률의 헌 여부에 한 본안 단을 한 것은 청구인이 직면한 구체  

분쟁의 해결과는 아무런 계가 없는 抽象的 規範統制를 행한 셈이 된다. 

  물론  근거법률에 하여 헌의견을 개진한 재  5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憲法的 解明이 필요한 例外에 해당한다고 단하 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재  5인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 와 

같은 例外的 事由를 감안하여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해야 한다는 식의 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각하결정을 선고하는 견해에 모두 찬성하

기 때문에, 그 논리  일 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209)210)  

208) 형성재 에 의한 形成力은 認容裁判에만 발생하고 棄却裁判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반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수반되는 근거법률의 

헌 단에 해서만 ‘決定主文’을 통하여 一般的 效力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규

정한 법 제75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입법정책의 산물이다(법률  차원의 문

제임).

209) 同旨, 정구환, 게논문 627-628면(  논문에는 “헌재 90헌마110등 결정의 경우 

해당 범죄의 公訴時效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의 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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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소결론  

  와 같이 ‘청구병합설’에 입각한 헌재 90헌마110등 결정은 실정법의 규

정에 배될 뿐만 아니라 ㉱ 유형 규범통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211) 212) 따라서 단일청구설에 따른 헌재 1992. 1. 

보호이익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헌법소원에 하여 却下決

定을 선고하 어야 한다. 만약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 더라도 향후에도 기본

권 침해를 반복할 험이 있다는 등 외사유를 인정하 다면 외 으로 불기

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하여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하면서 근거법률

인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하여 각 違憲決

定을 부수 으로 선고할 수 있었다.  한편 근거법률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 

헌의견을 제시하려면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는 각하결정을 선

고하는 견해에는 찬성해서는 아니하고 例外的 違憲確認決定을 선고하여야 된다

는 취지로 반 의견을 표명하 어야 논리  일 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10) 반면에, 이러한 논리  일 성을 유지한 례로는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결정 등을 시할 수 있다.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의 상이 된 侵害行爲(피

청구인인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지 에 있던 헌법소원 청구인의 서신을 검

열한 행 )가 이미 종료되고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는 등 그 주  권리보호이

익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例外的으로 헌법  해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 단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서신검열 행 들  일부 

행 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으나 이미 그 행 가 종료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한 헌확인을 선고하면서 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서

신검열행 의 근거법률에 하여 헌선고를 한 사례이다(재  9인의 의견이 

일치된 결정임). 

211) 同旨, 정구환, 게논문 627-628면. 

212) 다만, 정구환, 게논문 627-628면에는 “(헌재 90헌마110등 결정에 하여) 불

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에 해서 기각결정 는 각하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에는 根據法律에 한 違憲性 判斷은 決定理由에서 설시하는데 그쳤어야 마땅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헌법재 소가 헌재 90헌마110 사건을 심리한 

다음 그 ‘결정이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들의 헌 여부에 한 본안

단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선 가정  사례 A, B, C에 련하여 본문 제7의 라. 항 (2)(3)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헌법재 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棄却하는 경우에

는 그 ‘결정이유’에서 근거법률의 헌 여부에 하여 본안 단을 해야 한다는 

에 해서는 체로 수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에 한 헌법소원을 

却下하는 결론에 재  9인의 의견이 일치한 헌재 90헌마110등 사건의 경우, 

그 근거법률의 헌 여부는 청구인이 직면한 구체 인 법  분쟁의 해결과 아

무런 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헌법재 소가 ‘결정이유’를 통하여 본안

단을 하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의 本質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논문  ‘却下決定’에 련된 주장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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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1헌마111 결정, 헌재 1995. 7. 21. 92헌마144결정, 헌재 1995. 7. 21. 95

헌마8등 결정이 이론 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Ⅷ. 마치면서

  우리 법제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에 한 규범통제의 법  성격

과 그 효력에 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넓은 의미의 具體的 規範統制’만이 허용되는 우리 제도의 체  구조

와 외국의 제도와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비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

어졌는지에 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

  우리 헌법재 소의 本案的 規範統制와 附隨的 規範統制는 모두 ‘넓은 의

미의 具體的 規範統制’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本質的으로 中間裁判的 性格

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당사자가 직면한 구체

인 법  분쟁에 한 事實認定을 한 다음 그 해결에 필요한 범 에서 규

범통제를 행하여야 하고, 애당  해당 법률의 헌 여부가 主된 問題인 구

체 인 분쟁의 해결과 련이 없는 사안에서 抽象的으로 法律에 한 規範

統制를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  규범통

제의 본질을 간과한 채 本案的 規範統制의 성격을 抽象的 規範統制와 유사

한 것으로 오해한 일부 학설의 주장이나, 우리 법에 근거한 先例拘束의 原

則과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한 비교법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

고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으로 인하여 이론 ․실무 인 측면에서 지 않

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하여 신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을 지 하면서 이 을 마무리한다.

해서는 찬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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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헌법재 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한 심 을 장한다(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 행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헌법소

원심 에 하여,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

항)과 법원에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 소에 제기하는 소  ‘규범통제형( 헌심사형, 헌제청

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1)으로 나 어 규율하고 있다.

  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

심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

항  법 제25조 제3항, 제69조 제1항으로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

법소원의 법요건으로서 헌법소원의 상 격, 기본권 침해성  법  

련성, 보충성, 청구기간, 변호사 강제주의 등의 법요건이 도출된다.2)

  이하 本 에서는  법 제68조 제1항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의 규정을 심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Ⅱ), 기본권의 ‘침해’

(Ⅲ),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Ⅳ)의 의미를 헌법재 소의 례를 심으로 

살펴보고, 을 마무리(Ⅴ)하기로 한다.

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기 하여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

1) 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명칭  그 법  성격에 한 설명으로는 拙稿, 

헌제청형 헌법소원, 「헌법논총 제6집」(헌법재 소 1995), 305면 이하 참조.

2) 헌법소원의 법요건에 한 개 인 설명으로는 拙稿, 헌법소원의 법요건, 

「헌법논총 제9집」(헌법재 소 1998), 76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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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1. 의의

    가.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

를 구제받기 해 헌법재 소에 심 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즉,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되어야 

한다.3) 그러므로 법률상의 권리이거나 국제법상 보장되는 권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독일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a

와 연방헌법재 소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 는 기본권 유사  

권리5)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6)

    나.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 내지 제39조) 가

운데에서 의무를 제외한 부분이 원칙 으로 기본권에 해당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한정할 것인지 는 헌법상의  규정들 이외에서도 기본권

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

정되는 기본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구체 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하여는 반드시 명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개별

․구체 인 헌법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나, 그것에 내재하

3)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공보 129, 755, 758.

4) 정종섭, 「헌법소송법」(박 사 2004), 612면.

5)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은 제1장 기본권 편 제1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다. 그 밖에 주  공권으로서 기본법 제2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권, 공무담임권, 선거권, 법률에서 정한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 등의 

사법 차  권리는 ‘기본권에 유사한 권리’로 이해된다. G. Manssen, Grundrechte,

   C.H. Beck, 2000, S. 6.

6) Schlaich/Koritoth, Das Bund esverfassungsgericht, C.H. Beck, 5. Aufl. 2001, S. 

207. 조재 ,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으로서 국민투표권, 「인권과정의 제346호」(

한변호사 회 2005. 6.), 90․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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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헌법에 의하여 직  보장된 개인의 주  공권”이라고 악할 

수 있을 것이다.7)

  결국 헌법소원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의 범 는 기본권의 보

호 역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 역을 악하는 것이 매

우 요하게 된다.8)

  2. 주  공권과 제도보장

    가. 헌법에 의해 직  보장된 ‘주  공권’만이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이므로, 기본권규범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주  공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규범 반을 헌법소원청구의 기 로 삼을 수 없다. 

를 들면 기본권규범이 개인에게 주  공권이 아닌 객 인 제도만을 보

장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재 소도 “제도  보장은 객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

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헌법 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 ,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

려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  보장은 주  권리가 아닌 객  범규범이

라는 에서 기본권과 구별된다.”라고 하여9) 이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문

제된 제도  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주  공권으로서의 기본권 침해를 주

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종래 우리 헌법재 소는, “제도보장은 일반 인 입법에 의한 폐지

7)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례집 13-1, 676, 692-693;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례집 16-2, 568, 575.

8) 허 , 「헌법소송법론」(박 사 2007), 369면 참조. 기본권의 보호 역의 문제에 

하여는 Peter Lerche, Grund rechtlicher Schutzbereich, in: HStR Bd.5, 2.Aufl., 

2000, §121 참조.

9) 헌재 1997. 4.  24. 95헌바48, 례집 9-1, 435,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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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 조되는 것”이라거나,10) “기본

권의 보장은 ‘최 한 보장의 원칙’이 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도  보장

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 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

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용될 뿐”이라고 하여,11)  이른

바 “기본권 최 보장 - 제도 최소보장”이라는 명제를 채택하 고, “사유재

산제도  사 자치의 원칙은 헌법상 보장된 주  권리가 아니라 제도보

장의 일종으로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범 하게 인정되는 분야이므

로, 그 헌 여부의 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하여,12) 제도보장의 경우에는 헌심사기 을 완화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최 보장 - 제도 최소보장”이라는 명제는 학자들

로부터 강력한 비 을 받은 바 있다. 즉, 정종섭 교수는 이미 1994년의 논

문에서, “(기본권보장-제도보장) 별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논의는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이 가지는 이론의 략  성격과 독일의 과거 

특수한 상황과 특정 시기의 논의를 일반화시키는 데 따르는 문제 등에 

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도식 이고 단순화된 형태로 C. Schmitt

의 이론을 만연이 추종하여 개된 면도 없지 않다. …… 기본권을 제한하

는 제도보장에 기본권보장의 보편  원리가 그 한계를 획정하는 지도원리

로 가능하듯이 이런 것의 단에 있어서도 기본권보장의 보편  원리가 지

도원리로 기능한다. 따라서 제도보장이 기본권보장과 련될 때는 그 제도

보장은 국회가 가지는 입법형성의 자유범  내에서 역시 최 한의 보장으

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도보장에 기본권제한의 요소가 포

10) 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례집 6-1, 338-339.

11) 헌재 1997. 4. 24. 95헌바48, 례집 9-1, 435, 445.

12) 헌재 1999. 4. 29. 96헌바55, 례집 11-1, 462,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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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 히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한 헌법  법리에 기

속된다. 이러한 이해가 기본권보장의 이념에 충실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라

고 하 다.13)

  이종수 교수도 2002년의 논문에서, “C. Schmitt가 개한 제도보장 이론

은 입법자에 한 불신과, 기본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기속하지 못하고 

단지 집행권만을 기속하는 것으로 악되는 바이마르헌법 당시의 지배 인 

견해에 반 해서 개된 context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었고 이로써 최소

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 인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보장에 기여하는 방법론’으로서 주어진 계기가 제도보장이론이었던 까닭에 

오늘날 ① 모든 국가권력에 한 기본권의 기속성, ② 기본권의 양면성과 

기본권의 방사효과, ③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는 독일헌법

학에서 제도보장이론을 ‘고 인 의미’만을 남긴 채 낡은 개념으로 치부해 

버리는 태도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 한 창

기의 결정에서는 이 제도보장 이론을 자주 언 한 바 있지만 재 이를 언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결국 기본권과 제도, 양자 모두의 충실한 

보장이 모든 국가권력에 주어진 과제이다.” 라고 주장하 다.14)

    다. 우리 헌법재 소는 그 이후에도,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

주성․ 문성․정치  립성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 법령의 범  안에

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도보장’으로

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15) “헌법 제36조 제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로 성립되고 

13) 정종섭,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 도출에 한 연구, 「헌

법논총 제5집」(헌법재 소 1994), 281-284면.

14) 이종수,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  보장의 별론에 한 비  보론, 「헌법실무

연구 제3권」(박 사 2002), 197-200면.

15)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등, 례집 14-1, 21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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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

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한 ‘제도를 보장’한다.”라고 하여,16) 

제도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기본권 최 보장 - 제도 최소

보장”이라는 명제는 더 이상 ‘직 ’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 2. 23. 선고한 2005헌마403 결정에서는, 지방자치제도는 제도

 보장의 하나라고 하면서 “기본권 최 보장 - 제도 최소보장”의 명제를 

설시한  헌재 1997. 4. 24. 95헌바48 결정의 시17)를 인용하고 나서, “헌

법상의 주민자치의 범 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 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18) 결국, 우리 헌법재 소

가 여 히  “기본권 최 보장 - 제도 최소보장”의 명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기본권성이 인정된 역

  헌법소원으로 그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직  보장

된’ 개인의 주  공권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 ’ 보장되었다 함은 헌법

에서 명문규정으로 보장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도출되

는 것도 포함된다.19) 이하에서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목록(제10조∼제36조)

에서 명시 으로 규정한 기본권 이외에 다른 조항으로부터 기본권을 도출

한 헌법재 소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토권

  “ 한민국의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

16)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례집 14-2, 170, 180.

17) 례집 9-1, 435, 444-445.

18)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례집 18-1상, 320, 335.

19) 허 , 게서(2007), 3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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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 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토

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 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한 국가의 법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 으로 국민의 주  기본권에도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에서 살펴본다면, 국민의 개별  기

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하여는 토조항만을 근

거로 하여 독자 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

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한 권리구제를 하여 

그 제조건으로서 토에 한 권리를, 이를테면 ‘ 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20)

    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

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21)

    다. 교수의 학총장 후보자 선출권

  통 으로 학자치는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려오는 것이었고, 행법상 국립 학의 장 임명권은 통령에게 있으나, 

1990년  이후 국립 학에서 총장 후보자에 한 직 선거 방식이 도입된 

이래 거의 부분 학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에서 학의 장을 

임명하여 옴으로써 통령이 학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학교원들의 의사

를 존 하여 온 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

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학자치의 본질 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22)

20)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례집 131, 676, 694-695.

21)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례집 18-1상, 40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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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해서는 ‘선임방법’(제118조 제2항)이라고 표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선거’(제118조 제1항)와는 구별하고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본다 할지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

니므로, 지방선거권에 한 제한은 지방의원의 경우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이든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에 한 제한에 해당한다.23)

    마. 평화  생존권

  오늘날 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 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한 기본 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으로부터 ‘평화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 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4)

    바. 기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그 밖에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 으나 헌법재 소가 기본권성을 인정

한 것으로는 일반  인격권,25) 자기결정권,26) 일반  행동자유권,27) 개성의 

22)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례집 18-1상, 601, 613.

23)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공보 129, 763, 773.

24)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례집 18-1상, 298, 304.

25) 헌재 1991. 9. 16. 89헌마16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한법률), 례집 3, 518, 527;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리행 ), 례집 13-2, 

103, 109.

26) 헌재 1990. 9.  10. 89헌마82(형법상 간통죄), 례집 2, 306, 310; 헌재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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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발 권,28) 알 권리,29) 소비자의 권리,30) 휴식권31)  등이 있다.32)

  한편, 이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기 하

여는, 즉 오늘날 제창되고 있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의 실  확보의 요구가 

법  권리 내지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해서는 그것이 첫째 인간으로서

의 삶에 기본 으로 요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기본성ㆍ 요성), 둘

째 역사 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정서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정당성), 셋째 일부 계층에 국한된 자유와 권리가 아니어야 하며(보편

성), 넷째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하여서는 아니되고(내용의 명확성), 

다섯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내재  한계) 는 침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공공성이나 공공복리 기타 이론으로 극복이 가능한(기본

권제한이론)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3)

  4. 기본권성이 부인된 역

    가. 입법권

23. 2005헌마268(미군기지 평택이 ), 례집 18-1상, 298, 303

27) 헌재 1992. 4. 14. 90헌바23(국가보안법 제2조 제2항), 례집 4, 162, 171.; 1993. 

5. 13.  92헌마80(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례집 5-1, 

365, 384.

28) 헌재 1991. 6. 3. 89헌마20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한법률), 례집 3, 

268, 275-276.

29) 헌재 1989.  9.  4.  88헌마22(임야조사부열람신청), 례집 1, 176, 188-189.; 1991. 

5. 13.  90헌마133(기록등사신청), 례집 3, 234, 245-246.

30) 헌재 1996. 12. 26. 96헌가18(自道燒酒구입명령제), 례집 8-2, 680, 691.

31)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사법시험 일요일시행 사건), 례집 13-2, 353, 

362.

32) 이와 같이 헌법재 소가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헌

법  근거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

니한 권리,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1999. 6.), 183면 이하; 

한 이덕연, 유치장내 화장실 설치  리행  헌확인, 례평석(헌법재 소 

2001. 7. 19. 결정, 2000헌마546 사건), 「법률신문」(2001.  10. 8.자), 15면 참조.

33) 이에 하여는 박운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인권과정의 제

227호」( 한변호사 회 1995. 7.), 57-61면(특히 59면)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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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권(헌법 제40조)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라고 할 수 없다.34)

    나. 국회구성권 는 국회구도결정권

  청구인들은 ‘국회구성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

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도 해석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국민

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국회의 구성에 한 헌법 제41조 제

1항으로부터 국회구성권을 도출해 내고서 여기에는 국회의 정당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할 권리, 즉 ‘국회구도결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조항들에 선거권에 한 헌법 제24조를 보태어 보더라도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이 도출된다고는 할 

수 없다.35)

    다. 재 청구권 련

     ( 1 ) 상고심재 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 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해 상고법원

의 구성법 에 의한, 상고심 차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

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해 획일 으로 상고할 수 있

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36)

     ( 2 ) 재심청구권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가 

34) 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례집 10-2, 439, 442.

3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례집 10-2, 600, 605.  이 결정에 한 비 인 

견해로 허 , 국회의원선거와 자유 임  정당기속의 한계, 「고시계」(국가고

시학회 2000.12), 4-17면; 허 , 게서(2007), 368면 참조.

36) 헌재 1992. 6. 26. 90헌바25, 례집 4, 343, 350; 헌재 1995. 1. 20. 90헌바1, 례

집 7-1, 1, 11; 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례집 9-2, 502,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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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에 한 법  안정성, 재 의 신속ㆍ 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며,37) 재심청구권도 입법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직  발생되는 기

본  인권은 아니다.38)

    라. 3.1정신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가운데 “헌법 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 ․이념  기 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

에서의 해석기 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

의 개별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39)

    마. 주민투표권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헌법 제24조)과 ‘공무담임

권’(헌법 제25조)  국가안 에 한 요정책(헌법 제72조)40) 과 헌법개정

(제130조)에 한 ‘국민투표권’41)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에서 

본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

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는 헌법상 

37) 헌재 1996. 3. 28. 93헌바27, 례집 8-1, 179, 187.

38)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례집 12-1, 848, 867.

39)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례집 13-1, 676, 693.

4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 례집 17-2, 481, 519).

41) 독일에서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국민투표권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성

을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가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에 하여 개방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헌법 제37조 제1항)이라는 견해로 조재 , 게논문(2005. 6.), 

90․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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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으로 보장되는 주  공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42)  하지만 주민투표

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43)

    바. 지방자치권

  청구인들은 ‘신항’으로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진해시의 할

구역에 한 자치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부여된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개인의 주  공권으로 볼 

수 없고 이로써 그 구성원인 주민에게 달리 어떠한 기본권 인 권리가 보

장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44)

    사. 납세자의 권리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

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는 

타당성과 련된 문제에 한 국민의 여는 선거를 통한 간 이고 보충

인 것에 한정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단은 재정분야의 문

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 단의 역으로서 사법 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재정지출에 한 국민의 직  감시권을 기본

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 를 개별 국민

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

인이 주장하는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42)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례집 13-1, 1431, 1439; 헌재 2005. 12. 22. 2004

헌마530, 공보 111, 154, 155, 례집 미수록;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공

보 119, 1259, 1262, 례집 미수록.

43) 헌재 2007. 6. 28. 2004헌마543, 공보 129, 755, 759.

44)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공보 119, 1259, 1262, 례집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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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45)

Ⅲ.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의 침해란 “공권력주체가 기본권규범에 의해서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 내지 보호 역에 해 가하는 제한”46)이라거나,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해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는 법  지 의 박탈이 

생긴 경우”47)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의의

    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재 직 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  지 에 아무런 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8)

  즉,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기 해서는 “공권력

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헌법소원의 심 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하

45)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례집 17-2, 481, 522; 同旨, 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례집 18-1상, 439, 447.

46)「헌법재 실무제요」(헌법재 소 2003), 194면.

47) 허 , 게서(2007), 369면.

48)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

315, 례집 11-1, 802, 817; 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례집 13-2, 415,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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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 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  지 를 그에게 불

리하게 변화시키기에 합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

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평가할 수 없고, 따

라서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49)

    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한 공

권력주체의 제한행 가 헌 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 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표 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실진술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어도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수 있어야 하며,50) 소원청구

인은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51) 진술하여야 한다.52) 그 기 때

문에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

게 되지만, 연방헌법재 소의 실무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용되지 않

는 사정을 감안해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

고,53) 기본권 침해와 련된 공권력작용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 공

권력작용으로 침해되었다고 시한 기본권이 얼마나 어떻게 제한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54) 고 한다.55)

49) 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공보 67, 322, 례집 미수록.

50) BVerfGE 38, 139 (146); 47, 253 (270); 64, 367 (375): “어 든 가능한”; 65, 227 

(233); 78, 320 (329); 81, 347 (355): “가능성”; BVerfGE 89, 155 (171):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어 그러한 침해가 가능하게 보이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BVerfGE 

94, 49 (84); Lechner/Zuck, §92, RdNr. 8ff.

51) BVerfGE 64, 1 (12).

52) K. Schlaich (정태호 역), 「Das Bund esverfassungsgericht (독일 연방헌법재

소)」(헌법재 소 1999), 147면.

53) BVerfGE 47, 182 (208).

54) BVerfGE 81, 208 (214); 99, 84 (87).

55) 허 , 게서(2007), 369-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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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

청구는 부 법한 것이 된다.56)

  컨 ,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한 구체

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 ,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주

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

법하다.57)

  2.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가. 평등권의 의미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에서 평등권을 자유권  기

본권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사람도 있다.58) 그러한 주장은 흔히 차별

 우를 지하는 평등권의 소극  의미를 강조하고  평등권의 이념  

기 가 되는 평등의 원리가 자유의 이념과 더불어 자연법 으로 발 해 온 

역사  과정을 요시한다. 그러나 평등권은 역시 많은 학자들의 견해처럼 

자유권과는 다른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평등권은 단순히 

차별 우의 지라는 소극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 역에

서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극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59) 우리 헌법재 소도 “헌법은 그 문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

56)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례집 15-2하, 530, 546 참조.

57) 헌재 제2지정재 부 2007. 1.  16. 2006헌마1458, 공보ㆍ 례집 미수록

58) 컨 , M. Sachs는 평등권을 방어권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여 “양식에 한 방

어권”(ein modales Abwehrrecht)이라고 하 다. 이에 한 비  설명으로 이

일, 평등원칙, 「안암법학 제8호」(안암법학회 1999. 2.), 16면 이하 참조.

59) 허 , 평등권, 「고시계」(국가고시학회 1987.  9.),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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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규정하고, 제

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는 평

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시함으로써,60) 평등원칙(평등권)은 곧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라도 이의 차

별 우에 하여는 평등권 반을 주장하여 헌법심사의 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 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

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61)

    나. 수혜  법률과 기본권 침해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부과하는 소  ‘침해  법률’의 경우에

는 규범의 수범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  법률’의 경우에는 반 로 수혜범 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법률에 

한 헌 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 상규정62) 으로 말미암아 재외동포법의 수혜 상에서 제외되었다

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63)

  그러나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장교보

다 계 별 최 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 인 기 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

60) 헌재 1989. 1. 25. 88헌가7, 례집 1, 1, 2.

61) 헌재 2007. 6. 28. 2004헌마543, 공보 129, 755, 759.

6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지 에 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동법시행령(1999. 11. 27. 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

조.

6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례집 13-2, 714, 723-724; 同旨, 헌재 2005.  6. 

30. 2003헌마841, 례집 17-1, 99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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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한과는 무 한 립 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들 

역시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에 하여 구체  주장을 하지 않

고 로 임명될 경우를 제하고 최 복무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추상 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 다면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64)

    다. 입법부작 와 평등권 침해 주장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헌법 으로 구체 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입법을 하게 되

면 이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법률조항을 상으로 평등원칙의 반 여

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 소의 례이므로, 입법부작  헌법소

원에서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어 부 법하다.65)

    라.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각하한 사례

  헌법재 소는 종래 평등권 침해를 다투는 주장에 하여는 본안에서 청

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 다.66)

  그런데 그 후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심 청구 자체를 배척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시를 냈다. 즉, 헌재 제3지정재 부 2006. 1. 

17.자 2005헌마1214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지방세를 그 징수 지방자치단

체가 액 사용하는 것은 습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그와 같은 습법이 

청구인과 같이 지방세 징수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거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하여,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 는 

64) 헌재 2007. 5. 31. 2003헌마422, 공보 128, 597, 600-601.

65)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례집 15-1, 551, 559-561; 헌재 제3지정재

부 2006.  1. 17. 2005헌마1214, 공보 112, 216, 217, 례집 미수록.

66) 컨  헌재 2003. 6. 26. 2002헌마402, 례집 15-1, 787, 8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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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일한 지 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  보상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

이므로 각각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주민은 지방세에 하여 본

질 으로 동일한 지 에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한민국 국민인 을 동일성의 요소로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의 징수  사용에 있어서 동일성 단의 기 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 주장의 습법은 기본 으로 동일하

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 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

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여 심 청구

를 각하하 다.67)

  마찬가지로 헌법재 소는 2006. 5. 25. 선고한 2005헌마11등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직시험(100문항에 100분)과 비교할 때 국가공

무원 9 시험(100문항에 85분)이 문항수별 시험시간에서 더 불리하므로 평

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험문항수와 시험시간을 어떻

게 할 것인지는 시험실시기 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그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  이해 계에 련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가

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 부분 심 청구를 각하하 다.68)

  3. 헌법원리 내지 헌법원칙 반을 주장하는 경우

    가. 독일

  독일의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률이 특별히 기본권에 반되

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법률 

 그 법률에 기 하여 취해진 조치가 헌임을 주장하기 해 단순한 조

직법  이유나 권한법  이유를 주장하는 등 모든 이유를 주장할 수 있

다.69)  따라서 특별히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67) 공보 112, 216, 217, 례집 미수록.

68) 례집 18-1하, 13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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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소이유의 제한은, 직  법률에 의한 

는 법률에 기 를 둔 침해의 경우에는 결과 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헌

법소원은, 를 들면, 입법자의 할권이나 입법 차에 한 규정의 침해만

을 주장하더라도 법하다. 기본권 제약의 근거가 된 법률이 개인의 기본

권보호 기능을 하는 헌법규범 자체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70)

    나.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

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에 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71)

     ( 1 ) 국민주권주의 는 법치주의

  헌법소원심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가 헌인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법 차의 원리 등 헌법의 기본

원리 배 여부를 그 기 으로 용할 수는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만으로 국민의 기본

권이 직  실 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된다는 주장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설사 국회의장의 불법

69) 컨  BVerfGE 44, 308 (313) : “형사법 이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몰수한 경

우, 몰수의 근거가 된 무기소지에 한 법률(Waffengesetz)이 동 법률의 의결시 

연방의회에 의결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헌이라면, 그 몰수는 기본법 제14조의 

재산권보장에 된다.” BVerfGE 13, 237 (239) : “소원청구인이 閉店時間에 

한 법률이 연방에게 기본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입법 할권이 없기 때문에 무

효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이로써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

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수행은 합헌 인 법률을 통해서만 규율될 수 있

기 때문이다.”

70) K. Sc hlaich, 게번역서(1999), 14-15면.

71)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례집 18-1상, 298, 304; 同旨,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례집 7-1, 238, 243;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례집 10-2, 

600, 6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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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안처리행 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

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

에게 헌법소원심 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72)

     ( 2 ) 복수정당제도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통령의 행 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복수정당제

도가 훼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구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복수정당제도의 훼손만 주장할 뿐 이로 인한 구체  기본권

의 침해 는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들은 

주장 자체로 이미 청구인 격이 없다.73)

     ( 3 ) 법 차원칙 는 권력분립원칙

  모든 국가작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한 것인지를 단하기 

한 일반 인 헌법원칙의 하나인 법 차원칙이나 국회와 통령의 권한의 

분배로서 조약의 국회동의  통령의 비 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과 제70조 는 권력분립원칙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주 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장 자체로 청구인들의 주

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74)

     ( 4 ) 포 임입법 지원칙

  일반 인 헌법원칙의 하나인 포 임입법 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

조와 그 근거가 되는 의회입법원칙이나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게 어떠한 주 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 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75)

     ( 5 ) 신뢰보호의 원칙 등

  청구인은 이 사건 심 상규정76)이 신뢰보호의 원칙, 소 효 지의 원

72)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례집 7-1, 238, 243.

73)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례집 10-2, 600, 606-607.

74)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례집 16-2하, 568, 576.

75)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공보 119, 1259, 1262, 례집 미수록.

76)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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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임입법 지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에 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소

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  실 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77)

     ( 6 ) 입법 차의 하자

  어떤 법률의 입법 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재, 직 으로 기본권

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률의 실체  

내용으로 인하여 재, 직 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78)이 구체  소송사건에서 재 의 제가 

된 경우에 헌 여부 심 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 차에서 입법 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 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재, 직 으로 침해받

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는 없다.79)

  4.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인용결정을 한 사례

  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 은 원칙 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

우에 이를 구제하기 한 차이다. 즉, 헌법원칙은 객  규범으로서 주

 공권인 기본권과 구별되므로, 헌법원칙의 반은 기본권 침해를 요구

하는 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80) 그런

 ‘시험요구일 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

77) 헌재 2007. 6. 28. 2005헌마1179, 공보 129, 787, 790.

78) 국가안 기획부법  개정법률(법률 제5252호),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법

률 제5244호), 근로기 법  개정법률(법률 제5245호), 노사 의회법  개정법

률(법률 제5247호), 울산 역시설치 등에 한 법률(법률 제5243호).

79) 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례집 10-2, 439, 442.  반면, 입법 차의 하자가 국

회 제정 법률의 내용에 직 이고 결정 인 향을 미쳐 그 법률이 법 차원

리에 어 난다고 단하는 경우, 그 법률이 직 ㆍ 실 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규소원의 상이 된다는 견해로 허 , 게서(2007), 370면; 

同旨, 정종섭, 게서(2004), 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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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헌법재 소의 결정례 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

면서도 객 인 헌법원리의 침해를 이유로 인용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가. 객  권한규범의 침해

  헌법재 소는 1997. 12. 24. 선고한 96헌마172등 ‘재 소원 지’ 사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 청구권)의 에서는 

입법형성권의 헌법  한계를 넘는 헌 인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도,81) “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 ’에 헌법재 소가 헌

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재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반된다. … 따라서 법 제68조 제1항이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헌법 제107조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재

소의 권한규범에 부분 으로 반되는 헌 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헌법

소원은 에서 밝힌 이유에 따라 한정 으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

고 시함으로써,82)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객  헌법규범

의 침해나 헌법의 기본원리 는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음

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헌법소원의 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 다.83)  그러나 이 결정에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

어야 할 것이다.84)

80)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05.  2. 19.  한양 학교) 발표

문, 15면.

81) 례집 9-2, 842, 858-859.

82)  례집 861-862.

83) 다만 헌법재 소는, 동 사건의 다른 심 상이었던 법원 결은 헌법재 소

가 이미 한정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 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등)을 용한 것으로서 헌결정의 기속력

에 반하는 재 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한 동 결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동 결을 취소하 다(동 례집 862).

84) 同旨, 정종섭, 게서(2004), 6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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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헌법재 소는 5년 후 법 제75조 제7항, 법원 결  법 제68조 

제1항을 상으로 한 비슷한 사례에서, “법 제75조 제7항은 ‘법 제68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법규정이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재심을 허용하고 있고, 여기서 

‘인용된 경우’란 헌법재 소가 법원이 용한 법률에 하여 헌성을 확인

한 모든 경우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 사건 결에서  법규정의 의미

를 오해하여 ‘인용결정’에 한정 헌결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자의 으

로 해석함으로써 재심사유를 부인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 청구권을 침

해’하는 것이다.”라고 시하 다.85) 이 결정의 태도가 옳다고 본다.

    나.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배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일부에게만 구법규정을 용하여 변리사자격

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평

등원칙에 배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 소는  조항에 

하여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을 심사기 으로 단한 끝에 동 원칙들에 

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 다.86)  이 결정에서는 신뢰보

호 반을 주요한 헌이유로 삼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를 동반하지 아니한 신뢰보호 ‘원칙’ 반을 이유로 헌 단을 하 다는 

에서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결정에서는 평등원칙 반도 선언되었는데, 평등원칙은 ‘평등권’

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에서  96헌마172등 사건과는 조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심 상조항(변리사법조항)은 수혜조항이 아니라 기본권

85) 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례집 15-1, 443, 464.

86)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8등, 례집 13-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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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조항인 측면이 강했다는 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하여 기본

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 다.”는 단구조로 가는 것이 옳았다고 본

다.

  5. 기타

    가. 간 ․사실 ․경제 ․반사  이익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 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 , 사실  는 경제  

이해 계가 있을 뿐인 제3자, 나아가 반사 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87)

    나.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 1 )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다수의견

  헌법재 소는 2004. 10. 21. 선고한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확인 사건에

서, “이 사건 법률(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한 특별조치법. 2004. 1. 16.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은 수도의 이 을 확정하고 그 이 의 차를 정하

는 내용을 가진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이 명문의 

헌법조항에서 밝 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것이 국

가생활의 오랜 통에 의하여 확립된 기본  헌법사항으로서 불문의 습

87)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례집 5-1, 104, 111;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례집 5-2, 127, 134; 헌재 1996. 6.  30. 92헌마61, 례집 6-1, 680, 684; 헌재 

1997. 3. 27.  92헌마263, 공보 21, 342, 344, 례집 미수록; 헌재 1999. 11. 25. 99

헌마163, 례집 11-2, 644, 657; 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152, 례

집 미수록;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례집 12-2, 399, 406-407;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례집 13-1, 1441, 1455-1456; 헌재 2004. 4. 29. 2003

헌마134, 례집 16-1, 569, 573; 헌재 2006. 5. 25. 2005헌마11등, 례집 18-1하, 

134, 140-141;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례집 18-2, 65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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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속하는 것임이 확인된다면,88) 수도의 이 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

건 법률은 우리 헌법의 내용을 헌법개정의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  

법률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버린 것이 된다. 비록 헌법 에 명문이 없는 경

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습헌법사항이라면 이는 의연히 헌법의 일부이므

로 헌법개정의 차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89) 그런데 헌법 제

130조는 헌법의 개정을 해서는 국회 재 의원 과반수 는 통령에 의

하여 발의되고, 재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본안에 

한 단에서 수도가 서울인 에 한 습헌법성이 확인된다면 헌법개정

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단순 법률의 형태로 규율하여 헌법개정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국민투표를 배제한 것이 되므로 국민들의  투표권

이 침해될 수 있다. 그 다면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청구인들

이 갖는 참정권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권리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라고 시하 다.90)

     ( 2 ) 반 의견  비 인 견해

  이 결정에서 효숙 재 은 “서울을 수도로 한 습헌법의 변경이 반

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행 헌법상 국회의 입법으

로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

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반 의견을 

개진하 다.91)

88) 이에 한 비  견해로 장 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한 헌재결정의 의

미와 문제 , 「법률신문 제3311호」(2004. 11. 4.), 15면;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

라는 사실이 과연 습헌법인가, 「법률신문 제3316호」(2004.11. 22.), 15면 참조.

89) 이에 하여, 종 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에서 “국민투표의 가능성

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 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시하

는바( 례집 16-1, 609, 650), 습헌법사항에 하여 성문헌법의 개정 차인 국

민투표 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종 의 례

와 명백히 배치된다는 견해로 조재 , 게논문(2005. 6.), 95-96면 참조.

90)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례집 16-2하, 1, 33-34.



憲法論叢 第18輯(2007)

124

  이 결정에 하여는 많은 학자들이 비 인 견해를 보 는바,92) 그  

본고와 련 있는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에 한 부분을 보면, 김경제 교수

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헌법의 제정 는 개정 과정에의 국민

참여권인 ‘국민투표권’은 헌법 제128조에 따라 ‘헌법개정’이라는 이름으로 

통령이나 재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이것이 헌법 제129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으로 공고되어 이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헌법개정안의 의

결’이라는 형식으로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재  2/3의 동의로 의결한 

경우에만 그 차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  수도이  특별법은 와 같

은 차와  무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없으

므로 이 사건 심 청구는 당연히 부 법 각하되었어야 했다.”라고 비 하

다.93)

  한 조재  교수도 “국민투표권은 헌법개정사항에 하여 찬성ㆍ반 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헌법개정사항(그것이 습헌법이든 성문헌법이든)에 하여 국민투

표권을 행사할 기회제공에 한 권리가 침해되는 를 굳이 상정한다면, 

통령과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통령이 국민투표를 거

치지 않고 국회의결만으로 공포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국민투표권의 개인

 권리성 내지는 주  공권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사

91)  례집 73면.

92) 표 으로 이종수, 습헌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  문제 , 「헌법 례연구(

6)」(박 사 2004), 57면 이하; 석, 수도이 특별법 헌결정에 한 헌법이

론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한국공법학회 2005. 2), 511면 이하; 방승

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습헌법인가?, 「공법학연구 제6권 제1

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5.2), 153면 이하; 김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습헌법의 의미에 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한국헌법학회 2005. 

3.), 295면 이하; 김경제, 신행정수도건설을 한 특별조치법 헌결정의 헌법  

문제 ,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한국헌법학회 2005. 3.), 511면 이하; 박경

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한 특별조치법’ 헌결정의 헌법이론  문제 , 

「헌법 례연구(8)」(박 사 2006), 107면 이하; 박경철,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

제정권력 그리고 습헌법,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7. 

6.), 199면 이하 참조.

93) 김경제, 게논문(2005. 3.), 518-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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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철시킨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의 국민투표권의 행

사기회를 배제하 다’는 헌법재 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 하

다.94)

     ( 3 ) 후속 결 :  행복도시법 사건

  헌법재 소는 이 헌결정 후 1년이 지난 2005. 11. 24. 선고된 소  ‘행

복도시법’ 헌확인 사건에서,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을 한 특별법’(2005. 3. 18. 법률 제7391호로 제정

되어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된 것)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복합

도시가 수도로서의 지 를 획득하지 않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 역시 해

체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습헌법에 반되

지 않으며 그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상의 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국

무총리의 소재지에 한 습헌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습헌법 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개정에 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시하 다.95)

    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권력성 내지 기본권 련성

은,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에 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본질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기 

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하여 직 인 법률효과를 발생시

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 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

94) 조재 , 게논문(2005. 6.), 96-97면 참조.

95)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례집 17-2, 481, 5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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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6)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가 그 공권력을 행사하 더

라면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제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제로 한다.97)

  다만, 입법부작 를 포함하여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에 있어

서 법요건으로서의 기본권 침해(가능성)는 곧 헌법소원의 인용요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논하는바 본안 단에 들어가기 한 사 요건( 법요건)

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한 헌법소원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법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당해 공권력 불행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

부, 즉 ‘자기 련성’의 충족 여부라고 할 것이다.

Ⅳ.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

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98)  그리고 헌법재 소는 그 확립

된 례를 통해, 소원청구인은 원칙 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재99)  그리

고 직 100)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 청구인능력(청구인 격)

96)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례집 16-1, 327, 333-334.

97)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례집 9-1, 404, 409; 헌재 1997. 11. 27.  96헌마

226, 례집 9-2, 716, 721.

98) 따라서 헌법소원능력은 기본권능력과 일치한다. 허 , 게서(2007), 339면.

99) 헌법소원의 現在性 요건에 하여는 정태호, 法令憲法訴願에 있어서의 現在性要

件에 한 察 , 「 헌법학이론 (佑齋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고시연

구사 1996), 737면 이하 참조.

100) 헌법소원의 直接性 요건에 하여는 拙稿, 법령에 한 헌법소원의 직 성 요

건, 「헌법논총 제17집」(헌법재 소 2006), 167면 이하; 이승환, 기본권 침해의 

직 련성에 한 헌법재 소 결정의 체계화 시도, 「헌법논총 제17집」(헌법

재 소 2006), 29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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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연인

     ( 1 ) 의의

  한민국 국 을 가진 모든 자연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따라서 

한민국 국 을 가진 모든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101) 자연인은 

원칙 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 기본권주체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능력은 

출생으로 발생하고 사망으로 소멸한다. 문제는 출생 이   사망 이후에

도 기본권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다. 가령 민법상 제한된 권리를 

갖는 태아,102)  더 나아가 배아(胚芽)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한 헌법재 소의 례는 아직 없다. 2005. 3. 

31. 수된 2005헌마346호는 임신목 의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을 허용하고, 

배아의 보존기간을 제한하면서 배아의 폐기를 허용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잔여배아를 연구의 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아연구기 의 등록,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잔여배아의 제공  리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의 조항을 다투고 있는데, 동 사건의 

청구인들  일부는 배아이다.103)

  일반 으로 국가기 이나 그 일부에 의한 헌법소원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

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 할 책임과 의무를 지

는 국가기 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104)

101)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102) 독일에서는 태아가 생명권과 신체의 훼손을 받지 않을 기본권(기본법 제1조 제

1항, 제2조 제2항)의 주체가 된다는 에 해서는 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

다고 한다. 컨  Schmidt-Bl eibtreu, in: BVerfGG-Kommentar, §90 RN.23; 

Leibholtz/Rupprecht, BVerfGG, §90 RN.13; Umbach/Clemens, BVerfGG, §90 

RN.10. 한편 연방헌법재 소는 세 번의 낙태 결건에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에 한 명시 인 언 이 없이, 기본권의 객 인 규범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국가가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시하 으나{BVerfGE 39, 1 (4); 

45, 376 (386); 88, 203 (251f.)}, 세 번 모두 추상 규범통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태아의 소송법  지 에 해서는 심 의 필요성이 없었다. 허 , 게서(2007), 

340면의 각주 2 참조.

103) 물론 이들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법정 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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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국  는 무국 의 자연인은 자연권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국

민’ 는 국민과 유사한 지 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다.”라고 시하여,105)  원칙 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 다.

  한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한 성질상의 제

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들이 주장하는 바는 한민국 국민과의 계가 아닌, 외국국 의 동포들 

사이에 재외동포법의 수혜 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으로

서 성질상 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

고 하 다.106)

    나. 법인

     ( 1 ) 사법인( 私法人) 과 기타 사  결사(私的 結社)

      (가) 법인격이 있는 사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이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 에서 청구인능력을 가진다는 은 명백하다. 헌법재 소는 

104)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481; 헌재 1995. 2. 23. 90

헌마125, 례집 7-1, 238, 242;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례집 7-2, 343, 

351.

105)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106)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례집 13-2, 714, 7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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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 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

인에게도 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는 리법인․비 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라

고 하 다.107)

  권리능력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과 독립하여 집단 으로 기본

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청구인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 소

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

여 ‘사단법인 한국 화인 회’는 민법상의 비 리 사단법인으로서 성질상 

법인이 릴 수 있는 기본권에 한 한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 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 다.108)

      (나) 헌법재 소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인 정당에 해 

소원청구능력을 인정하 다.109) 그러나 등록된 정당에게만 련되는 공직

선거법상의 기탁 규정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등록이 취소된 경

우 그 정당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컨 ,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었으나 2004년 4월 실시된 총선거에 

참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2004. 4. 20. 정당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다면 청구인 

녹색사민당은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녹색사민당의 심 청구는 

부 법하다.110)

107) 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5.

108) 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6; 同旨, 헌재 2006. 1. 26.  2005헌

마424, 례집 18-1상, 36, 44.

109) 헌재 1991. 3. 11. 91헌마21, 례집 3, 9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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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당법상 정당의 등록요건규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등

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단을 하 다. 즉, 헌법재 소는 “청구인(사회

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외

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제로 하는 당헌과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회와, 표단  

앙 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 원회를 두는 등 계속 인 조직을 구비하

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

당’에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시하 다.111)

      (다) 한편, 노동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

고, 특히 헌법 제3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 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112)

  외국 사법인에게는 원칙 으로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 공법인( 公法人)  등

      (가)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통 인 것으로, ‘설립형식’을 강조

하여 공법인은 공법상 설립행  는 법률에 근거하고 사법인은 설립계약 

등 법률행 에 근거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존립목 ’을 강조하여 공법인

은 국가  목  내지 공공목 을 하여 존재하는 것인 반면 사법인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하여 존재한다고 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복

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 역에 간섭하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자 와 같은 기 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간  역의 

법인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축 앙회  축 (지역별․업종별 축 )의 특성들에 의

하면, 이들은 공법인  성격과 사법인  성격을 함께 구비하고 있는 간

 성격의 단체인 것은 분명하나, 우선 ‘지역별․업종별 축 ’은 그 존립목

110) 헌재 2006. 2. 23. 2004헌마208, 공보 113, 362, 363, 례집 미수록.

111)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례집 18-1상, 402, 410.

112) 노동조합에 하여 헌법소원의 청구인 격을 인정한 사례로는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결정이 있다( 례집 11-2, 55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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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형식에서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국가의 목 을 하

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이라기보다는 사법인에 가깝다

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13) 그러나 ‘축 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

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등 그 공법인성

이 상 으로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축 앙회를 공법인이라고 단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역시 그 존립목   설립형식에서의 자주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축 앙회는 공

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다고는 할 것이지만, 와 같이 두드러진 공법인  특성이 축 앙회가 

가지는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것만은 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

다.114)

      (나) 법 제68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

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의 보

장에 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 는 국민과 유사한 지 에 있는 외

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  는 국

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

로서 그 소지자(Trä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 에 있을 뿐이다.115)

  그러므로 국회의 노동 원회는 국가기 인 국회의 일부조직이므로 기본

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116) 국회의원이 입법권 등을 행사하는 공권력주체

인 국회라는 국가기 의 구성원인 지 에서 국회의장의 의안처리행 로 인

하여 그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하

113)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77; 헌재 1996. 4. 25.  92헌바47 례

집 8-1, 370, 378-379 참조.

114) 헌재 2000. 6. 1. 99헌마553, 례집 12-1, 686, 706ㆍ709.

115)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116)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례집 6-2, 477,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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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행 법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117)

  뿐만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118)이나 의결기 인 서울특별

시의회119) 는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120) 그리고 지방교육 원회 교

육 원121)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격이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그 설립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등 사법인  성

격도 없지 않으나, 그 존립목 , 조직과 재산의 형성  그 활동 반에 나

타나는 매우 짙은 공 인 성격을 고려하건  이를 공익  목 을 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라고 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122) 따라서 헌

법소원의 청구인 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123)

  ‘경상남도 의회 신항만 책 특별 원회’의 경우도 공권력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124)

      (다) 다만, 공권력의 주체라 할지라도 국․공립 학이나 공 방송국

과 같이 국가에 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 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

권 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 실 에도 이바지 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1992. 10. 1. 선고한 92헌마68등 결정에서 조물인 국립서울 학교에

게 ‘학문의 자유’  ‘ 학의 자치’와 련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

117)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례집 7-1, 238, 243.

118) 헌재 1997. 12.  24. 96헌마365, 공보ㆍ 례집 미수록; 헌재 1996. 8. 29. 96헌마

50, 공보ㆍ 례집 미수록.

119)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례집 10-1, 295, 300.

120) 헌재 1996. 8. 29. 93헌마61, 공보ㆍ 례집 미수록.

121)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례집 7-2, 343, 352.

122) 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결, 공1977, 10240; 법원 1985.  4. 9. 선

고 83 399 결, 공1985, 736; 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9347 결, 공

1992, 2880; 법원 1995. 6. 9.  선고 94 10870 결, 공1995, 2401; 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결, 공2000, 362 각 참조.

123) 헌재 1991. 3. 11. 90헌마28 례집 3, 63, 82; 헌재 제1지정재 부 1999. 8.  25. 

99헌마454, 공보ㆍ 례집 미수록;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례집 12-2, 

325, 338-340.

124)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공보 119, 1259, 1262, 례집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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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5)

  한, 2006. 4. 27. 선고한 2005헌마1047등 결정에서는, “ 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 으로 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의 장에 한 

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학 자체 외에도 학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첩 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126)

      (라)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소의 례에 따르면, 공법인이 기본권

으로 보호되는 생활 역에 특별히 귀속될 수 있을 때에는 공법인도 외

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즉,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가

지는 역에서 그 기본권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

다.127)

  컨 , 종합 학과 단과 학은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

고,128) 방송국은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며,129) 공법상 단체로서

의 지 를 가지는 교회  기타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주

장할 수 있다.130)

  2. 자기 련성

    가. 원칙

  헌법소원심  차가 개시되기 한 제로 검토하는 기본권 침해의 자

125) 례집 4, 659, 670.

126) 례집 18-1상, 601, 613.

127) BVerfGE 15, 256 (262).

128) BVerfGE 15, 256 (262); 31, 314 (322).

129) BVerfGE 31, 314 (321).

130) G. Manssen, 게서(2000), 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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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련성 요건은 헌법소원제도가 민 소송의 형태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131) 공권력작용은 일정한 상 방을 제로 

그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헌법소원심  차에서 자기 련성이 

입증되려면, 즉 어떤 공권력 작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하

기 해서는 어도 청구인이 그 공권력 작용의 수범자, 상 방이라는 

이 인정되어야 한다.132)

  한편, 헌법재 소는 일반법원과는 달리 일반법률의 해석이나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루는 기 이 아니라 사실문제에 깊이 여할 수 없는 헌법해석기

이며 헌법소원의 기능이 주  기본권보장과 객  헌법보장기능을 함

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한 소명만으로써 자기 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단할 수 있다.133)

    나. 제3자의 자기 련성

     ( 1 )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이익을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와 련하여 지 까지 제기된 사건들은 

단체가 단체구성원을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들이었

다. 헌법재 소는 이와 같은 유형의 헌법소원을 부 법한 것으로 각하하

다.

  컨 ,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 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  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하여 그를 신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131) BVerfGE 79, 1, 14; 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례집 6-1, 672, 677; 헌재 

2006. 4.  27. 2004헌마562, 례집 18-1상, 574, 583; 헌재 2006. 12. 28. 2004헌

마229, 공보 123, 74, 76, 례집 미수록.  허 , 게서(2007), 371면.

132) 김경제, 게논문(2005.3), 525ㆍ526면.

133) 헌재 1994. 12.  29. 89헌마2, 례집 6-2, 395,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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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 법하다.134)

     ( 2 )  한편, 법률 등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

에 제3자(청구인)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입법의 목   실질 인 규율 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지가 제3자

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 인 수규자에 의한 헌

법소원 제기의 기 가능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135)

  헌법재 소는 소  ‘의료보험 통합사건’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부칙 제6

조  제7조의 직 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

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 인 규율

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 와 아울러 제3자인 조합원들의 법  지 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 를 넘어 제3자인 

조합원들에게도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의 목   실질 인 규율 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자

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할 때 조합

원들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 다.136)

  한 2005. 4. 27. 선고한 2005헌마1047등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

항137)의 수범자는 직 으로는 학이나 학의 장 임용추천 원회이긴 

하나,  각 규정이 학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차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본 으로 교수들이나 교수회의 학의 장 후보자선정

에 여할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고,  원회에는 교수들이 구성원으로 

134) 헌재 1991. 6. 3. 90헌마56, 례집 3, 289, 297; 헌재 1994. 2. 24. 93헌마33, 

례집 6-1, 124, 127;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례집 7-2, 112, 118;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례집 14-1, 644, 652; 헌재 2002. 8. 29. 2002헌마

4, 례집 14-2, 233, 238;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례집 14-2, 554, 

560 참조.

135)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례집 9-2, 410, 416; 헌재 2000. 6. 29.  99헌마

289, 례집 12-1, 913, 934.

136)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례집 12-1, 913, 934.

137) 교육공무원법(2005.  5. 31. 법률 제753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6항, 제

7항, 제24조의 2, 제2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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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으며,  각 법규정의 목   실질 인 규율 상, 법규정에서

의 제한이나 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수규

자에 의한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할 때, 

청구인들의  기본권138) 이 직 이고 법 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청구인들의 자기 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 다.139)

    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 소는 어떤 공권력작용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

장하는 경우 통상 따로 단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헌법재 소는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 매사업자로서 법 제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140)으로 인하여 소비

자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시하 다.141)

  반면에 “청구인 이○○은 비록 장애인은 아니지만, 생활무능력자로서 장

애인인 다른 청구인들과 함께 1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원의 자격으로 보장법

상의 수 자로 선정되어 생계 여를 지 받고 있으므로, 생계 여 결정의 

기 이 되는 이 사건 고시142)와 법 으로 련되어 있어 자기 련성을 갖

추었다.”라고 시한 사례143)도 있다.

138) 교수의 학총장 후보자 선출권

139) 례집 18-1상, 601, 614.

140)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 리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

고, 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부개정되기 의 것) 제3조 제2항 제2문  

단서.

141) 헌재 2007. 6. 28.  2004헌마540, 공보 129, 750, 755; 同旨, 헌재 2005. 2. 3. 2003

헌마544등, 례집 17-1, 133, 157.

142) 보건복지부장 이 2001. 12. 1.에 한 2002년도 최 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

143)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례집 16-2하, 195, 20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137

  3. 임의  당사자(청구인) 변경신청의 법 여부

  헌법소원심  차에서 임의  당사자변경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에 해서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용규정인 법 제40조

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용하여 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1990. 1. 13. 개

정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가 피고의 경정을, 같은 법 제63조의2가 필요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원고의 임의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 으로 임의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

고 있다. 당사자 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 차의 진행에 혼란을 

래하고  상 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

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  당사자변경(특히 청구인의 변경)은 헌법소

원심 에서도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은 1997. 11. 26.자 청구인변경신청서

에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이라는 제목을 붙여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 로덕션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 사이에는 법 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

니하므로  신청은 단순히 당사자표시의 정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설사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의 취지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임의  

당사자 변경의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시하

다.144)

Ⅴ. 나오는 말

  헌법재 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 을 장하지만(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그 심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

144)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례집 10-2, 716, 7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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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법 제68조 제1항).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본안 단에서 뿐만 아

니라 본안  단, 즉 법요건 단에서도 헌법의 해석은 매우 요하다. 

컨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악할 수 있는지, 반면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그 기본권을 언제 어느 단계에서 실 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은 헌법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 소는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즉 헌법소원

의 심 으로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한 견해를 밝  왔다. 

그러므로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서 기본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

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 헌법원리 는 헌법원칙 

반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 청구는 부 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헌법 제72조는 “ 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

통일 기타 국가안 에 한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라고 시하면서도,145) 두 차례의 수도이  결에

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

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이 ‘국회가 의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인지에 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

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하겠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 , 사회  요구를 올바

르게 수용하여 헌법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인 

욕구와 의식에 알맞도록 실질  국민주권의 실 을 보장하는 것이어야146) 

하기 때문이다.

145)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례집 17-2, 481, 519.

146) 헌재 1989. 9. 8. 88헌가6, 례집 1, 199, 206; 헌재 2007. 6.  28. 2005헌마772, 

공보 129, 781,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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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흔히 법률의 헌심사를 할 때 기본권 제한  법률에 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하고, 기본권 형성  법률에 해서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기 은 옳은 것인가.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은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기본권 가운데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권(소극  기본권)에 한 법률은 ‘제한’을 뜻하고, ‘국

가에 의한’ 권리를 뜻하는 차  기본권( 극  기본권)에 한 법률은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이 언제나 명확히 구별되

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재산권에 한 규정은 형성인가 제한인가. ‘19

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라는 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의 행사연령

에 한 ‘형성’인가 제한인가. 이러한 법률은 형성인 동시에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런 경우의 헌심사의 기 은 무엇인가. 형성이라고 

보면 입법자의 범 한 형성권한을 존 하여 입법재량의 일탈 여부만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한이라고 보면 과잉 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해야할 것이다.

  본고(本稿)는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본권 제한  

법률과 기본권 형성  법률에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따

른 심사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는 데 그 목 이 있다.

Ⅱ.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1. 의의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은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삶은 사회속에서의 삶이며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도 사회와의 계

에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

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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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법

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내용을 박탈하거나 축소한다는 뜻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기본권의 범

와 내용  행사방법을 구체화하는 형성도 포함한다.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2)  

자유권과 같이 소극 인 기본권(방어권)의 경우, 기본권의 제한은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의 기본권의 제

한이다. 이에 비해 차  기본권, 사회권, 참정권과 같이 국가의 극  

행 를 필요로 하는 극  기본권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국가가 법질서 안

에서 구체 으로 형성하기 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극  기본권의 

경우에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박탈 내지 축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최 한 보장에 이르지 못한 ‘형성’을 의미한

다. 이처럼 의의 제한은 형성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의의 제한은 형성

과 구별된다. 기본권의 제한이든 형성이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구체

인 보장 범 가 확정된다. 즉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확정한 범 의 

기본권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된다.3)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의 ‘한계’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은 선재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 를 일정한 사유로 제한한다는 뜻이

고, 기본권의 한계는 애당  기본권의 범 와 내용에 일정한 한계가 내재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기본권의 내재  한계라고 한다). 법률에 의해서 기

본권의 구체 인 보장 범 가 확정된다는 에서 기본권의 ‘제한’으로 이해

하고 표 하는 것이 하다고 본다.

1) 양건, 헌법강의Ⅰ, 법문사(2007), 225면 

2) 기본권은 소극 으로 국가의 부작 를 요청하는가 아니면 극 으로 국가의 작

를 요청하는가에 따라 소극  기본권(방어권)과 극  기본권( 부청구권)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방어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차  기본권이나 사회권은 국가의 극  작 를 청구하는 부청구권의 성격

을 지닌다. 

3) 양건, 게서, 225면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143

  2. 기본권 제한의 상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을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상은 자유

권에 국한되고 차  기본권, 사회권, 청구권 등은 형성하는 것이므로 제

한의 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자유권만이 제한의 상이라고 보는 견

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권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이 법률에 의한 제한 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의 의

미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자유권과 같은 소극  기본권의 경우

에 제한이란 축소 는 박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극  기본권의 경우

에 제한의 의미는 최 한 보장에 미달하는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4)  

  3. 기본권 제한  법률과 기본권 형성  법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즉 기본권의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e 

der Grundrechte)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와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Ausgestal-tungsvorbehalte der Grundrechte)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이다5). 자는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법률에 맡

기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기본권의 구체  내용이나 행사를 한 차를 

법률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법률유보가 기본권의 ‘제한형식’으로

서의 법률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면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4) 이른바  기본권과 상  기본권을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이란 어떤 경우이든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내

면 인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나머지를 상  

기본권이라고 한다.  

5) 기본권의 법률유보는 개별기본권에 한 법률유보(제12조 제1항)와 기본권 반

에 한 법률유보(제37조 제2항)로도 분류할 수 있다. 자를 개별  법률유보, 

후자를 일반  법률유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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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형식’으로서의 법률을 염두에 둔 개념이라고 하기도 한다.6) 

  참정권이나 차  기본권에 한 규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규정들, 컨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는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는 규정들은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이다.

  즉, 자유권과 같은 소극  기본권의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를 뜻하고, 이에 반하여 참정권, 차  기본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극  

기본권의 법률유보는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내용과 범 가 구체 으로 확

정된다고 보면, 기본권의 제한 역시 기본권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례는 자에 의한 법률을 기본권 제한  법률이라고 하고, 후자에 

의한 법률을 기본권 형성  법률 는 형성법률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재산권에 한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

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에 해서는 제한인지 형성인지에 

해서 논란이 있다. 이에 해서는 아래 Ⅳ에서 따로 살펴본다.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을 구별하는 실익은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법

률의 헌심사의 기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데에 있다. 일반 으로 

자에 해서는 ‘과잉제한 지의 원칙’이 용되고, 후자에 하여는 ‘과소보

호 지의 원칙’이 용된다고 할 수 있다. 자에 해서보다 후자에 있어

서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훨씬 넓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자의 구별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  방어권(자유권)이므로 이에 한 법률은 

기본권 제한  법률이다. 그런데 아래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자격

사의 경우는 자유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입법자의 형성( 는 형성인 동시

에 제한)에 의해서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6) 허 , 헌법이론과 헌법(신정6 ), 박 사,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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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 문자격제도와 입법형성권 

  의료기사 제도의 구체 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입법부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에 한 자유와 권리는 

입법부가 정책 인 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 으로 규

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 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결정 참조). 다시 말하면 헌법상 의료기사의 직

업수행의 자유 내지 업의 자유는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제도

의 내용에 의하여 비로소 창출되는 것이고, 자격제도 자체가 헌이 아닌 

이상 의료기사가 그러한 자격제도하에서 허용되는 범  내에서만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헌재 1996. 4. 25. 94헌마129, 례집 제8

권 1집, 449, 463)

  한편,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권은 법률로 그 차와 방법을 구체

화하기 에는 행사할 수 없는 차  기본권이므로 이에 한 법률은 기

본권 형성  법률이다. 그런데 아래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소기간은 

재 청구권에 한 제한( 는 제한인 동시에 형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례] 출소(出訴)기간의 제한

  출소기간의 제한은 재 청구권에 하여 직 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만, 그 제한이 출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여 “사실상 

재 의 거부”에 해당할 정도로 재 청구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

는 한, 구체 인 법률 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 계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 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당

한 범  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 상규

정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

고 있으나, 그 1개월이 단된 소송 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  충분

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 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

하며, 회사정리 차가 다수 계인의 이해 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

요가 있고 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에 비추어 합리 인 범  내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 청구권의 본질  내용을 침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6. 8. 29. 95헌가15, 례집 8-2, 1, 

12-13)

  물론 와 같은 분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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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례에 해서는, 문자격제도에 하여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로 그 

내용을 구체 으로 정한다는데 을 맞춘 것으로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규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이 비로소 창출되는 ‘형성’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재 청구권에 한 례도 출소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재 청구권에 한 기간을 ‘형성’한 것, 즉 입법자의 형성에 의해서 비로소 

재 청구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선재(先在)하는 재 청구권의 축소 내지 

박탈을 뜻하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  법률과 기본권 형성  법률

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입법(제한 는 형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

과 범 를 실 으로 구체화된다. 그 다면, 어떤 법률이 기본권의 제한인

지 형성인지는 념 인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개인에게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문제는 양자 는 제한과 형성이 혼재된 경우에 용되는 헌심사

의 기 은 무엇인가 하는 이다. 그것은 기본권의 법률유보의 한계, 즉 기

본권 제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기본권 제한의 정도

  1. 문제의 소재

  기본권 제한의 상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이다. 기본권 제한  법

률이든 기본권 형성  법률이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 다면 헌심사의 기 은 무엇인가.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37조 제2항).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석 

즉, 헌심사의 기 이 무엇인가이다. 이에 해서 례는 ① 과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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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원칙, ② 이 기 의 원칙, ③ 과소(보호) 지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일부 학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 지의 원칙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 다면 이 기 의 원칙이나 과소보호 지의 원칙의 근거

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에 한 헌법재 소의 례를 

개 한 다음 기본권 제한  법률과 기본권 형성  법률로 나 어 각각에 

용될 심사기 이 무엇인지 례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2. 례가 채택한 헌심사의 기

    가. 비례의 원칙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란 필요한 만큼에 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를 비례의 원칙 는 ‘과잉 지의 원칙’(Prinzip des Überßverbotes)이라고 

부른다. 비례의 원칙은 본래 경찰행정작용에 한 헌심사의 기 으로 독

일 례에서 형성·정립되어 온 것인데, 우리 헌법재 소는 창립 기부터 

이를 받아들여 법률의 헌심사에 범하게 용해오고 있다. 례에 따르

면 과잉 지의 원칙은 ① 목 의 정당성, ② 방법의 성, ③ 피해의 최

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

지 못하면 헌을 면할 수 없다. 

[  례] 과잉 지의 원칙의 내용

  과잉 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

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

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며(방법의 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

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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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

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

작용에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受忍)의무가 생겨

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

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치를 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례집 2, 245, 260).

   례에서는 목 의 정당성을 과잉 지의 원칙, 즉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입법목 의 정당성은 입헌주의하에서 입법에 

당연히 제되는 기본권 제한의 ‘목 상의 한계’에 한 것이므로7), 이를 

보호되는 법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한 비례 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를 의미하는 비례성원칙의 한 내용으

로 보는 것은 치 않다. 방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의 세 가지 즉, 방법상의 한계에 한 요소만을 비례의 원칙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8) 최근 헌법재 소는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용함에 

있어서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서는 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례] 피해의 최소성원칙의 완화

  상업 고는 표 의 자유의 보호 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한 정

치 , 시민  표 행 와는 차이가 있고,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 역

에 속하지만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한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상업 고 규제에 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원

칙’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달리 덜 제약 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

7) 허 , 게서, 428면 참조.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헌법제정권자가 달성하려는 궁극 인 목 은 기본

권을 최 한으로 존 하면서도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익, 기본

원칙, 제도 등을 기본권 인 가치와 조화시킬 것을 입법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반하는 목 의 법률은 이미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방법 여

하를 불문하고 헌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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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

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례집 17-2, 

189, 198).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방법의 성이란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 기여

하는 수단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피해의 최소성이란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 가운데에서 기본권을 가장 게 침해하는 수단일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례에서처럼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이란 본래의 의미의 피해의 최소성과는 같다고 볼 수 없다. 기

본권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항상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탄력 으로 

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의 한 유형

인 과잉 지원칙(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 지원칙은 비례의 

원칙의 한 유형 내지 내용이라고 본다) 가운데 결정 인 심사기 인 피해

의 최소성원칙의 용을 만연히 배제하면서 본래의 의미의 비례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 의 원칙이나 보다 

객 인 심사기 을 정립하여 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이 기 의 원칙

  이 기 의 원칙9)이란 기본권을 정신  자유와 경제  자유로 구별하여, 

자의 제한에 해서는 후자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기 을 용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그 근거로서는 표 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  자유는 민주정

치의 과정에서 불가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경제  자유의 

제한에 범한 입법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로부터 

9)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 반에 용되는 포 인 원칙인데, 이 원칙의 틀을 수용

하되 기본권의 내용, 성격의 차이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더 세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참조할 것으로 이 기 (double stand ard)의 원칙이 있다(양건, 

게서,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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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로의 환을 사법심사에 반 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30년

 뉴딜시  이래 미국 례에서 형성된 것이다.

  경제  자유의 제한에 해서는 단순한 ‘합리성 심사’(rationality test)기

을 용한다. 이에 따르면 제한의 목 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정도가 그 

목 과 합리  련성을 가지면 합헌이라고 단한다. 이와 달리 정신활동

이나 표 의 내용에 한 제한에 해서는 ‘엄격심사’(strict scrutiny)의 기

이 용된다. 이에 따르면 제한의 목 이 단순한 정당성을 넘어서 긴

(compeling)해야 하고, 그 수단, 정도가 단순한 합리  련성을 넘어 반드

시 필요한(necessary) 것이어야 한다. 근래에는 심사기 이 세분되어 의 

두 기  사이에 ‘ 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의 기 이 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사기 을 개별  경우마다 더욱 세분화하는 ‘연동(連動) 척

도’(sliding scales)의 기 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10) 

  우리 례에서도 심사기 을 차별화하여 경제규제 입법에 해서는 완화

된 심사기 이 용된다고 본 가 있다. 

(  례)  경제사회  입법에 한 완화된 심사기  용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 으로 타인과 사회  연 계에 놓

여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ㆍ경제정책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는 입법자에게 보다 범 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측

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까지는 입법자가 

무엇을 공익으로 보는가, 공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 하려고 하는가는 입

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 례집 14-2, 

410, 433).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에서 보장되는 계약의 자유, 경 의 자유 

 재산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권이 공익의 실 을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

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이 수되어야 한다(헌법 제

37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의 업시설인 기간선시설의 설치

10) 양건, 게서,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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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로서 개인의 본질

이고 핵심  자유 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  연 계에 놓여

지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 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 이 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례집 14-2, 410, 433 등 참조, 헌재 2005. 

2. 24. 2001헌바71, 례집 17-1, 196, 208).

  이에 하여 양건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을 

용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하는 경우에 특히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이다. 미국 례상 이 기 의 원칙에 따르면 

경제  자유의 제한에 해서는 단순한 합리성 심사가 용되는데, 단순한 

합리성 심사에서는 (비례의 원칙상의 용어를 빌리면) 방법의 성이 요

구될 뿐, 본래의 엄격한 의미의 피해의 최소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경제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범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헌법재 소 례에서도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용함에 

있어서 상업 고 규제와 같은 경우에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즉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

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

인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이것은 

곧 미국 례에서와 같은 이 기 의 원칙을 우리 헌법재 소 례에서도 

채택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11) 이러한 평가는 기본 으로 옳다. 다

만,  례가 이 기 의 원칙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의문이 있다.12) 아울

러 이유야 어떻든 종래 헌법재 소가 엄격하게 용해 오던 과잉 지의 원

칙에 수정 내지 변용을 시도한 것은 분명하다.  례에 따르면 ‘헌법 제

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 과잉 지의 원칙’이라는 명제는 최소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 과잉 지의 원칙’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11) 양건, 게서, 242면

12) 례는 의료 고의 제한에 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표 의 자유가 아닌 업의 

자유 즉, 사회경제  자유에 한 제한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와 같은 심사를 

한 것이라는 명시  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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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례의 원칙의 본래의 의미는 과잉 지의 원칙을 말

하지만 의로는 과잉 지의 원칙을 포함한 합리성 심사(이 기 의 원칙 

 과소 지원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과소보호 지의 원칙

  과잉 지의 원칙과 이 기 의 원칙은 본래 자유권과 같은 소극  기본

권의 제한에 용되는 원칙이다. 이에 비해 차  기본권, 사회권, 참정권 

등과 같은 극  기본권의 경우에 이를 제한한다는 의미는 ‘형성’이라는 

것은 앞서 보았다. 이들 극  기본권의 제한, 즉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헌법재 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 입법의무’에 

해서 명시 으로 과소보호 지의 원칙을 심사기 으로 채택한 바 있다.  

[  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반 여부에 한 심사기 13)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극 으로 국가권

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극 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국민의 기본권에 한 국가의 극  보호의무는 궁극 으로 입법자의 

입법행 를 통하여 비로소 실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

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범 한 방어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 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 다는 이유로 입법부작  내

지 불완 한 입법이 헌법에 반된다고 단하기 하여는, 국가권력에 의

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단기 이 용되어야 마땅

하다.

  국가가 극 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

13) 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운 자에 해 일정한 사고유형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면서 과

소보호 지의 원칙을 심사기 으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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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 인 수

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반한다고 단할 수 있는 것인지

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

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 으로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인 제

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 으로 단하여야 하는 입법재

량의 범 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 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  민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해 정치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

범 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단지 제한 으로만 입법자에 의한 보

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물론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최 한으로 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

이기는 하나, 그것은 헌법이 입법자에 하여 하고 있는 요구로서 주기 으

로 돌아오는 선거를 통한 국민심 의 상이 될 문제이지, 헌법재 소에 의

한 심사기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헌법재 소에 의한 심사기 을 입

법자에 한 헌법의 요구와 일치시킨다면, 이는 바로 공동체의 모든 것이 

헌법재 소의 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으로 헌법재

소가 입법자를 물리치고 정치  형성의 최종  주체가 됨으로써 우리 헌법

이 설정한 권력분립  기능질서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는 권

력분립의 에서 소  “과소보호 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

를 하여 어도 하고 효율 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

으로 심사하게 된다.

  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특정조치를 취해야 할, 

는 특정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 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단

지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법익을 효율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

일한 수단일 경우에만 입법자의 범 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체 인 보호의

무로 축소되며, 이 경우 국가가 보호의무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 소는 보호의무의 반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

므로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하고 효율 으로 보

호하기 하여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이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청을 충족시켰는가의 문제가 단되어야 한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례집 9-1, 90, 119-122).

   례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의 실 을 해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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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극  기본권에 해서는 ‘과소보호 지의 원칙’이 용된다

고 볼 수 있다.14)  입법자는 극  기본권의 형성에 있어서 헌법이 요구하

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하면 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소결(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정리하자면, 필자는 과잉 지의 원칙, 이 기 의 원칙  과소 지의 원

칙은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의 내용이라고 본다. 즉 이 원

칙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를 기본권의 성격 는 

내용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 소도 근래 자유권에 한 

법률의 헌심사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는 역이라는 표

을 사용하여 엄격한 비례심사를 회피하거나 완화하여 용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아울러 범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원칙 으로 헌

법 스스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정하고 있는 극  기본권에 해서이

다. 그런데 자유권에 해서도 범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15) 

  이에 해 기본권 형성  법률( 극  기본권)에 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례가 있다. 

14) 양건, 게서, 204면

15) 표 인 가 자격제도에 한 형성이다. 「입법자는 당해 직업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갖춘 사람이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각 직업에 실질 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여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이러한 에 한 단과 선택은 입법자에

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 를 넘

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등의 헌 문제가 생길 수 있

다」(헌재 2000. 4. 27. 97헌바88, 례집 12-1, 495, 5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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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  형성법률과 기본권 제한(방송운 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주  권리로서 방송운 의 자유는 이를 허용하는 형성법

률에 의해 비로소 그 형성된 기 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성법

률에 한 헌성 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타의 법익을 한 방송의 자유에 한 제한이 아니

라 방송사업의 운 을 규율하는 형성법률로서, …… 민 방송사업자의 사

자치에 의한 형성이나 결정의 기본  요소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하므로 헌법상 기본원리를 수하면서 그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 헌법에 합치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례집 15-2, 502, 522).

  이에 해 양건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기본권 형성  법

률에 비례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잉제한 지와 구별되는 

과소보호 지라는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 용된다고 설명함이 하다. 

례의 입장처럼 기본권 형성  법률에 해 비례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

다고 본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상이 모든 기본권

이 아니라 오직 자유권만이며, 극  기본권은 ‘형성’될 뿐이지 그 ‘제한’

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의 상이라는 헌법의 문언에 맞지 않으며, ‘제한’의 의

미를 좁게 한정하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유권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이 법률유보의 상이라고 보면서 형성  법률유보에는 비례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일 성이 없는 해석이다』16)  

  확한 지 이다. 다만  례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과잉 지의 원칙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하고 이 사안에는 과잉 지의 원칙(비례의 원

칙)이 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례의 원칙의 내용에는 과잉

지, 이 기 , 과소 지의 원칙들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과잉 지

의 원칙이 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자의 견해에 따르

16) 양건, 게서, 244면-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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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재 소의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다(피해의 최소

성원칙을 완화하거나 자유권에 있어서 범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는 례). 입법자는 소극  기본권이든 극  기본권이든 입법형성의 자

유를 가진다.17) 문제는 그 형성의 범 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이다. 자보다 후자에서 형성 재량이 넓게 인정될 뿐이다. 비례의 원칙

과 입법형성권의 범 는 동 의 양면과 같다. 입법형성권의 범 가 넓으면 

넓을수록 헌심사의 기 (비례의 원칙)은 완화되고 좁으면 좁을수록 엄격

한 기 이 용된다.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 와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과잉 지의 원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기본권의 법률유보를 ‘제한’과 ‘형성’으로 엄격히 구별한데

서 래한 것이거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 지의 원칙이 용되는 경

우가 많았던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3. 기본권 형성  법률에 한 헌심사기

   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과소보호 지의 원칙은 기본권 형성  법률

( 극  기본권) 반에 해 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입법자가 극  기

본권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형성하는가는 입법자의 재량

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 다면 족

하고 그 나머지는 입법자의 몫이라고 본다. 아래 례들은 그 표 인 

다.  

[  례]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과 입법형성권( 차  기본권)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

으로 하는 자유권  기본권에 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

17) 여기서 형성은 소극  기본권의 경우에는 ‘제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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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 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

체화하기 한 이른바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에 해당한다(헌재 1993. 3. 

11. 92헌마48 례집 5-1, 121, 130).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 차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 를 넘어 명백

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33, 례집 15-2 상, 479, 485).

[  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  성격(사회권)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  기본

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

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례집 7-2, 1, 30-31 등).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 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 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

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 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생계보

호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 의 범 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헌법  의무를 다하 는지의 

여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다든가 그 내용이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한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례

집 9-1, 553-554,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례집 제16권 2집 하, 

195, 204-205).

[  례] 교원지  법정주의와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의 지 에 한 ‘기본권 인 사항’은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지 에 비

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 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이 자주 · 문 ·

립 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하여 필요한 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 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의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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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포함된다(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례집 15-1, 176, 187-188).

  이러한 로 우리 헌법의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

조 제4항), 국가유공자의 우선  근로권(제32조 제6항), 범죄피해자의 구조

청구권(제30조), 형사피해자의 공 진술권(제27조 제5항),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34조 제5항) 등에 한 법률의 경우에는 과소보호 지의 원칙

이 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본권 형성  법률에 해서는 항상 과소보호 지의 원칙이 

용되는가. 재 청구권(헌법 제27조), 근로조건의 법정주의(제32조 제2항, 제

3항),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등은 비록 기본권 형

성  법률이지만 자유권이나 생존권을 실효 으로 행사하기 한 자유권 

보장  성격을 가진다는 에서 항상 과소보호 지의 원칙이 용되는 것

인지는 의문이다. 권리의 구제나 실 차의 형성이 미흡하다면 구제 내지 

실 하고자 하는 권리의 보장은 형해화된다. 권리의 실 을 한 구체 인 

차나 방법의 형성에 재량이 있더라도 단지 최소한의 입법조치만으로는 

헌법  보장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기 을 과소보호

지원칙에서 더 나아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한 의제나 민주정치를 

실 하는 데 필수 인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도 형성  법률이지만 선거연

령이나 공무담임의 범 는 과소보호 지의 원칙보다는 더 강화된 심사기

이 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기본권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성

인 동시에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 한 심사기

이 강화되더라도 기본권 형성  법률에 과잉 지원칙이 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으로 필자의 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는 과잉 지의 원칙, 이 기 의 원칙, 과소

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기본권 형성  법률의 헌심사에 있

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용된다. ③ 기본권 형성  

법률의 헌심사의 경우 원칙 으로 과소 지의 원칙이 용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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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보장  성격의 형성법률  기본권 형성  법률임과 동시에 제한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외 으로 보다 강화된 심사기 이 용될 수 있

다.  

 

Ⅳ. 재산권에 한 법률의 형성 

  1. 재산권의 ‘형성’인가 ‘제한’인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

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형성  법률유보인가 

는 제한  법률유보인가. 재산권에 한 법률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이 용되는가. 문언해석상 형성  법률유보라고 볼 수 있다. 

[  례]  재산권 보장과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  의미

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형성  법

률유보에 의하여 실 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권의 구체  모습

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

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

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례집 5-2, 36, 44-45).

  그러나 재산권은 연 ·이념 으로 볼 때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만,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수단이라는 에서 사유재산제도와 불가분 인 

연 성이 있다는 에서 보통의 자유권과는 상이한 측면도 있다. 한편, 재

산에 한 사실상의 지배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권리

로서 완성된다는 에서 형성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런 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에 한 법률은 재산권의 형성인 동시에 제한이라는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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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형성  법률유보인가 아

니면 제한  법률유보인가. 형성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형성  법률유보인 동시에 제한  법률유보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형성  법률유보로 보면 과소보호 지의 원칙이 용되고 제한  법

률유보로 보면,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과잉제한 지의 원칙이 용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례의 태도

  헌법재 소 례는 일 되지 않는다. 재산권 형성  법률유보이므로 헌

법 제37조 제2항이 용되지 않는다고 본 례가 있는가 하면, 형성  법

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비례의 원칙(과잉제한 지의 의미)을 용한 

례도 있다. 

    가. 형성  법률유보라고 보고 비례의 원칙을 용하지 않은 18)

[  례]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에 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

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 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의 형

태를 띠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

서 제정되는 형식  의미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 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따라

서 재산권의 구체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

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

18) 同旨의 례로 헌재 2000.  2. 24. 97헌바41 례집 12-1, 152, 163이 있다. 이 

례는 어음법상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  기재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락한 어음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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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형

성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제도가 재산권의 본질  내용

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에서 본 바

와 같이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23

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토지소유권의 득실에 한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써 정하여 형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 법조문에 의거하여 유자가 취득시

효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반사  효과로서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제한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바

20, 례집 5-2, 36, 44-52).

    나. 형성  법률유보라고 보면서도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

을 용한 

[  례]  택지소유상한

  재산권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 의하여 

일단 형성된 구체  권리가 그 형태로 원히 지속될 것이 보장된다고까지 

하는 의미는 아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 계에 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 인 법  지 에 

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자의 권한이 무제한 인 것은 아니다.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

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  제약성을 비교형량하여, 양 법익이 조화

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는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단하게 된다.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입법자가 용한 구체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기 해서는, 

우선 그 입법목 이 정당하여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

법목 을 달성하고 진하기에 정하여야 하며, 입법목 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 인 여러 수단 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 하고 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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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실 되는 공익의 비 을 반 으로 비교형량하 을 때 양자 사이의 

정한 비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18, 948 참조,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례집 11-1, 289, 

306-310).

[  례]  개발제한구역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

이 최 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  는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요한 공익상의 이유와 

앞에서 본 토지가 가진 특성에 따라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

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더라

도 토지재산권에 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

가지로 과잉 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  내

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요컨 , 공익을 실

하기 하여 용되는 구체 인 수단은 그 목 이 정당해야 하며 법치국가

 요청인 비례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례집 10-2, 927, 948).

  례에서 본 것처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원칙 으로 

기본권 형성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은 본래 자유권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며, 재산권을 형성하는 법률인 동시에 재산권 제한의 의

미를 지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법률의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재

산권을 형성  법률이라고 인식하는 데에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문

언 해석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재산권의 사회  의무성(제23조 제2항) 때

문에 입법자에 의한 범 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에 기인한 측면도 있

다. 아무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과잉제한 지의 원칙, 이 기 의 원칙, 과소보호 지

의 원칙)이 용된다고 할 것이고,19) 이 가운데에서 어떤 기 이 용될 

19) 양건, 게서,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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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는 당해 재산권의 성격(사회  기속성의 정도)과 제한되는 재산권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다.  

Ⅴ. 결어

  법률의 헌심사기 은 매우 요하다. 입법자에게는 입법의 한계를 제

시하고, 행정청과 법원에게는 법률의 해석· 용의 지침이 된다.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가권력 작용의 한계를 측할 수 있게 한다. 법률의 

헌심사의 기 이 일 되지 않으면 국가권력 작용의 가이드라인이 흔들리

고 수범자는 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에 법률의 헌심사의 기

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제는 궁극 으로 헌법재 소에 맡겨져 있

다.

  이런 에서 기본권 제한  법률인가, 기본권 형성  법률인가에 따라서 

일률 으로 심사기 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

는 법익의 요성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하여 객 이

고 측가능한 심사기 을 일 되게 용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기존의 심사기 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심사기 을 형성하고 정립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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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권한쟁의심 은 헌법률심 , 헌법소원과 더불어 우리 헌법재 제도 

에서 가장 요한 3  헌법소송 차에 속한다.1)   헌법재 소에 제기되는 

청구의 숫자는 다른 차에 비해 지만 권한쟁의심 의 요성은 다른 

차에 비해 더 높게 평가된다. 국가질서의 요한 문제들과 그동안 정치문

제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던 헌법  쟁 들이 권한쟁의심 사건을 통해

서 헌법재 소에 제기되고 해결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제기된 ‘세계무역기

구회원들과의  상에 한’ 권한쟁의심 은 외교문제에 한 국회와 정

부 간의 역할과 기능에 한 요한 분쟁이었다. 그 밖에 ‘법률수정안의 범

에 한 사건’2), ‘주민투표실시에 한 사건’3), ‘국회상임 원회 사·보임

행  사건’4) ,  ‘국회 내 의사발언 인정의 국회자율권 사건’5)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사건’6)등이 헌법학과 헌법소송이론 발 에 상당한 향을 주었다. 

과거의 정치  재량은 사라지고, 헌법의 규범틀 속에서 정치가 운용되는 

헌법 극주의7)의 이념이 권한쟁의심 에 의해 구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심 은 재 학계에서 그 소송 차에 한 흠결이 제기

되고 있다. 헌법소송법체계가 다른 민·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그 체제가 완

비된 것이 아니고, 다른 소송 차의 규정을 유추 용하고 있어, 헌법재 의 

운용에 모순 이 발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권한쟁의심 에서 쟁 이 되고 있는 권한쟁의심 의 

본질, 정당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제3자 소송담당, 기 소송간의 계, 권

1) 2007년 재 년 계집계에 따르면 헌법소원 813건, 헌법률심  31건, 권한쟁

의 14건에 이른다. 헌법재 소 http://www.ccourt.go.kr/ 사건통계 참조.

2) 헌재 2006. 2.  23. 2005헌라6.

3) 헌재 2005. 12. 22. 2005헌라5.

4)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5) 헌재 2000. 2.  24 99헌라1.

6) 헌재 1998. 7.  14. 98헌라1.

7) 졸고, 헌법 극주의(Constitutional Activism), 헌법논총 제13집, 2002.  12., 3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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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쟁의 결정의 유형의 문제 등에 해 검토하고 이에 한 해결방안을 독

일의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제시하려 한다.

  권한쟁의심 의 문제 들에 한 공감 가 이 논문을 통해 형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해결하기 한 이론  실무의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행 

법률의 개정을 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 해 본다.

II. 권한쟁의심 의 의의와 본질

  1. 권한쟁의심 의 의의

  국가기 은 사인과는 달리 그 지  면에서 국가의 행 도구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기 의 행 의 결과는 국가라는 법인의 의

사로 여겨지며, 각 국가기 이 갖는 권한은 국가의사실 을 해 임시 으

로 배분된 국가업무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인이 갖는 기본권이 천

부  인권의 성격을 갖는 것에 반해 국가기 은 국가라는 법인의 내부조직 

법규들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때문에 국가기 은 부분권리

능력(Teilrechtsfähigkeit)을 지니고 자연인은 완 한 권리능력

(Vollrechtsfähigkeit)을 갖는다고 한다. 국가기 의 권한이라는 것은 사인의 

권리와는 달리 그 처분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지극히 의무  성격이 강

하므로 국가기 은 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일반 행정부 

내의 국가기 이 아닌 정치  의사형성에 련되는 국가최고기 들의 경우

에는 헌법규정의 추상  내용과 이들 국가기 의 형성  자율 역으로 인

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기 들인 이들 국가최고기 은 

헌법을 사실상 정치 으로 스스로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권력을 각 국가기 에게 그의 기능에 합당하게 분배하여 귀속시키는 

헌법상의 권한질서는 정치의사형성의 권력을 상호 제한하고 통제하는 동시

에 한 각 기 이 서로 각자에게 귀속된 기능을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행

능력을 보장하고 일원 인 국가의사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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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헌법  헌법재 소법이 국가기  상호간, 국가기 과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의 권한에 한 분쟁을 사법  심사

의 상으로 한 것은 그 목 이 국가의사형성이라는 정치  역에서 권한

을 침해당한 기 의 보호를 통해 헌법상의 권한질서의 유지와 정치  의사

형성과정의 기능보호에 있으며, 궁극 으로는 이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

체제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데 있다.8) 

  2. 권한분쟁의 해결과 헌법해석

    가. 객 소송의 특징

  국가기 의 권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분권리능력을 가질 뿐, 자유

로운 의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의 권리와 같은 자유로운 처분

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 은 국가라는 소속법인의 목 과 이익에 

부합하는 행 가 요구되며, 이는 소송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난다. 권한쟁의

심 은 우선 으로 헌법규범의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해 

국가기 간의 분쟁을 소송의 계기로 만들어 국가 체이익을 형성해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기  권한침해의 구제라는 이익도 권한쟁의심 에

서 추구하는 목 이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소원과는 다른 

성격의 차이다. 주  공권에 한 보호와 국가의 권한에 한 보호는 

그 귀속 역이 다른 것으로, 권한쟁의심 을 헌법소원과 같이 주  소송

으로 특징짓기는 어렵다.

  권한쟁의심 은 국가의사 형성과정의 사법  통제와 헌법과 법률로 지정

해 놓은 각 국가기 의 권한보호라는 취지에서 권리보다는 객  법규범

의 보호가 면에 나타나는 객  소송의 성격을 띤다. 다만, 그 소송형태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어 있는 당사자 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8) M. Löwer, Zuständigkeiten und Verfahren des Bund esverfassungsgerichts, in: 

Isensee/Kirchhof(hrsg.), HStR, Bd II, 1988, S.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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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이 등한 당사자들 간의 다툼인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로 인해 형식 이나마 당사자처분주의가 소송 변에 흐른다고 볼 수 있다.  

한 권한쟁의심 의 소송 차에 의해 국가기 의 침해된 권한이 회복되

고, 헌법질서가 보호되는 모습을 통해 권한쟁의의 특성을 주  소송과 

객  소송의 혼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권한쟁

의심 의 본질은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질서의 유지가 우선시되는 것이고, 

권한침해의 구제는 이러한 헌법질서의 형성을 한 헌법소송  계기를 만

든다고 보아야 한다.

  권한쟁의의 객  소송성격이 면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 의한 소송철

회의 요청이 있더라도 공익에 계되는 경우 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를 들면 소송의 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제3자에 

한 향력을 고려하여 심 을 계속하는 등 당사자처분주의가 공익을 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련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한 단에 있

어서도 소제기의 반복가능성, 헌법상의 비  있는 문제로서 객 으로 헌

법재 소의 결로 명백히 해야 할 이익이 있는 경우는 권리보호이익이 있

는 경우로 본다.9)

    나. 헌법재 소의 입장

     ( 1 ) 헌법재 소의 기본입장

  헌법재 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 청구사건에 하여 

선고한 결정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 은 헌법상의 국가기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

에 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당한 기 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 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

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

9) 졸고,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에 한 독일의 이론과 례, 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

1권, 1998, 8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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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시하 다.10)

  이러한 입장은 분쟁해결에 근거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의 보호를 권한

쟁의 목 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된다.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의 궁극 인 

목 은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질서의 통일  운용으로 보는 듯하다.

     ( 2 ) 례에 나타난 권한쟁의심 의 본질

      (가) 객 소송으로서의 권한쟁의

  권한쟁의심 은 국기기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와 범 에 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인 주  소송과는 구별된다.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그 행사는 그 자신의 이익이나 문제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체의 기능과 활동을 한 것이고, 이에 

한 분쟁도 당해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나 문제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공동체 는 국가 체의 이익이나 문제에 한 것이다.11) 

  권한쟁의심 은 기 들 간의 분쟁으로 소가 제기되지만, 이는 궁극 으

로 헌법질서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국가조직의 변화

를 재의 헌법의 틀 속으로 통합하려는 제도  장치로 이해하여야 하겠

다. 이러한 면에서 권한쟁의심 은 객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권한쟁의

의 이러한 특성이 소송 차와 실무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헌법재 소는 국회상임 원회 배정에 한 사건에서12) 청구인이 원

하던 보건복지 원회에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어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 지만 “상임 원회 원의 개선, 즉 사·보임행 는 법률의 근거 하

에 국회 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원회의 의사

에 반하는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할 수 있으므로 청

구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헌법

 해명이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 의 이익이 있다.”라고 결정하

여 권한쟁의가 객  소송임을 설시하고 있다.13)

10) 헌재 1997. 7. 16. 96헌라2.

11)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5, 481면.

1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13) 이 사건과는 달리 2001.  5. 8. 2000헌라1 사건에서는 이미 실체  심리가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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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헌법수호제도 

  그동안 헌법상의 국가기 이 가지는 재량으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의 권력 갈등 등 해결하기 힘든 정치  문제들이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고국가기 들이 헌법의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국가기 의 권한을 침해하

여도 이를 조정할 제도가 없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 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최고국가기  수 의 헌법  분쟁인 권한쟁의심 은 헌법규정을 반하

는 경우 이를 헌으로 선언함으로써 정치기 의 권력행사의 운행의 틀을 

마련해 다.

  우리 헌법재 소는 “국회는 국민의 표기 , 입법기 으로서 폭넓은 자

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 , 기능

에 비추어 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

기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

이나 법률을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 차나 입법 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시함으로써 최

고 국가기 인 국회의 자율도 헌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

다.

III. 권한쟁의심 의 헌법상 기능

  권한쟁의심 은 헌법구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첫째, 국가의사 결정 차에 있어서의 소수보호기능을 한다. 즉 소  기능

 권력분립의 기능을 담당한다.

  오늘날 권력분립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는 국가기능의 분배와 

쳐져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른 이후 심 청구가 취하되었

는데도 헌법재 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 차를 종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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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당하는 기 의 창설로 이해되며, 이는 국가권력의 분할이 아닌 국

가권력 간의 상호 통제와 견제를 뜻한다. 그러므로 국가조직의 요한 기

구인 헌법재 제도도 권력통제장치로 작용한다. 행정과 입법기 에 해 

립 인 헌법수호자로서 기능하는 헌법재 소는 특히 정치 인 소수에게 

권한쟁의를 통해서 정치 다수세력의 헌 인 권한행사를 막도록 하고 있

다. 독일에서 통계에 의하면 부분의 권한쟁의는 의회 내의 (야당)교섭단

체에 의해 제기되었다.14) 이 통계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는 의

회 내 소수세력을 보호하는 데 그 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치  의사의 동화  통합기능을 수행하여 정치  평화에 기여한

다. 

  국가기 들에 의해 헌법에 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에 국론이 갈라지

고, 결국 의회 내에서의 각 세력 간 정치  통일체를 이룰 수 없는 경우, 

장외정치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경우 정치세력 간에 첨 한 립과 나아

가서 사회단체들의 참여로 무정부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  소수의 

권한을 보호하는 권한쟁의야 말로 정치  평화에 기여하는 요한 헌법  

제도보장 장치라 할 수 있다.

  셋째, 권한쟁의는 국가권력에의 정당성 부여기능을 한다. 

  과거 의회 내에서 토론과 표결로 이루어지던 정치  의사형성이 정당국

가화 상으로 의회보다는 정당의 정책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요한 정

책사안에 한 결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 내 다수세력에 의한 

독  의사진행이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정부에 

한 통제권한이라는 고유의 권력통제 기능이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내 소수세력의 권한을 무시한 채, 입법과정에서 소수세력의 참여없이 

법률이 입안되는 경우가 있다. 한 각 상임 원회에 무소속 원들의 참

가가 거부되는 경우, 는 선거법 제정 시에 소수세력이 의회에 진출 못하

14) BVerfGE 1, 144(162); 1, 351(372); 1, 372(396); 2, 143(152ff.); 2, 347(380); 3, 

12(19); 20, 56(104); 45, 1(28); 67, 100(124); 68, 1(63); 70, 324(350ff.); 71, 

299(305); 83, 175(181); 86, 65(71); 88, 173(185); 89, 38(47); 90, 286(394).



憲法論叢 第18輯(2007)

174

게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 등 실질  민주주의실 의 장애요소가 생겨났

다.

  권한쟁의는 이러한 경우 소수에게 헌법재 소를 통한 다수세력의 헌  

행 에 한 통제의 기회를 으로써 국가의사형성에 있어 정당화를 기여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의회 내 토론과 의사교환에 의한 상

호 권력 간의 통제는 이제 권한쟁의이라는 재 차에 의해 일부 체되

고, 소수세력이 국가의사형성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5)

IV. 행 우리 권한쟁의심 의 구조와 문제

  1. 당사자능력

    가.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범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능력은 ‘사법  심사를 통한 헌법상의 권한배분질

서의 유지와 원활하고도 일원 인 국가의사형성’이라는 권한쟁의심 의 본

질과 목 에 의하여 단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 제111

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 ’의 의미는 원칙 으로 실질  의미의 헌법기

, 즉 존재, 지 와 권한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그의 존재와 

기능을 통하여 국가에 특별한 형태를 부여하며 그의 활동을 통하여 극

으로 국가의사형성과 국정에 참여하는 기 과 그의 부분기 으로 한정되어

야 한다.16)

    나. 정당의 당사자능력의 부여 문제

15) 졸고 (주 9) 83면 이하 참조.

16) 한수웅,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  결정주문, 인권

과 정의 제265호, 1998, 107면.



권한쟁의심 제도의 문제

175

     ( 1 ) 정당의 헌법상 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개자로서 정치  도 ( 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 ·능동 으로 국민의 다원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

의 결정에 직  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있

다.17)  이러한 정당의 역사  등장과 역할은 오늘날 지 한 것이어서 우리 

헌법은 제8조에 특별한 지 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에 정당규정을 둔 것은 오늘날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있어서 정

당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것을 헌법이 인정한 것이고, 단순한 사회조직

이 아닌 헌법제도의 수 으로 격상시킨 것을 의미한다.18)

  정당의 이러한 지 로 인해 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의제 민

주주의에서 정당국가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제민주주

의와 정당국가 상의 갈등의 모습에 해서 재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

보다는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제 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 되고 있는 

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 로 의제민주주의 원리를 시하고 정당국

가  실은 기본 으로 국회의원의 국민 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

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립되어 있다.

     ( 2 ) 독일의 운용상황

      (가) 바이마르 공화국과 국사재 소

       1) 헌법쟁의와 당사자능력

  바이마르공화국헌법 제19조 제1항에는 “독일제국 국사재 소

(Staatsgericht für das Deutsche Reich)는 주의 헌법쟁의에 하여 그 주

에 동 쟁의의 해결을 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쟁의당사자

들의 신청에 기하여 심 한다. 단, 독일국의 여타 법원이 이에 하여 할

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주차원의 헌법쟁의

가 국사재 소의 할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의 권한쟁의는 연방을 제

17)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18) BVerfGE 1, 223ff.; 2, 11; 4, 149; 11, 273; 20, 100; 32, 164; 32, 164; 44, 145; 52, 

82; 7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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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것이어서 재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헌법문제에 한 독립된 재 소

가 운 된 것은 재의 헌법재 과 그 기능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바이마르 국사재 소는 그러나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을 매우 넓게 인정

하 다. 

  국사재 소는 주헌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주의 국가생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최고 국가기 과 주의회의 원내교섭단체, 주의 행정각부, 지방자치단

체, 정당, 귀족계 과 기사계 , 권한 면에서 독립성을 갖는 공법상의 법인

인 교회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헌법쟁의심 차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하

다.19)

       2) 바이마르 시 와 정당의 헌법상 지

  바이마르 헌법에 정당에 한 헌법상의 지 보장  규정은 존재하지 않

았다. 다만, 헌법 제130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권리와 련하여 “공무원은 

체의 사자이며, 한 정당의 사자가 아니다.”라고 단 한번 언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정당의 헌법  지 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

고, 당시 다수 던 자유주의좌  경향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입장을 정하는 

데에는 이들이 민주주의에서의 정당국가  개양성에 해 비 이

었던 것이 지 않은 역할을 하 다.20)

  정당이 헌법쟁의로 국사재 소에 제소하는 경우는 단지 선거권과의 련 

속에서만 가능하 다. 국사재 소는 정당의 개념에 해 “정치  목 을 

추구하는 다수국민의 결합이며, 강령의 실 을 해 집회, 선거, 언론 등을 

통하여 활동하고, 어느 정도 조직과 규칙 인 공  출 을 통해 자신을 드

러내야 한다.”라고 시하 다. 주목할 은 정당의 개념의 문제를 선거에

서의 성공과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국사재 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사재

에서의 차를 해 정당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활동을 통하여 의미 있는 

선거결과를 얻은 인  결사에 국한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국민 표기 에

의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없는 즉 선거권의 행사에 의해 정치활동의 가능성

19) Umbach/Cl emens/Dol linger, BVefGG, 2.Aufl. 2005, S. 811.

20) 송석윤, 기시 의 헌법학, 2002,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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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 받지 않는 집단은 의회주의  의미에서 정당이라고 할 수 없

으며 따라서 선거권에 한 쟁송을 국사재 소에 제기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여, 선거에서의 권한침해에 해 정당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 다.21)

      (나)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입장

       1) 당사자능력의 축소

  독일 연방헌법과 헌법재 소법은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분쟁 심

에 해 그 범 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고, 헌법재 소의 할을 명확히 

하고, 다만 연방차원의 권한쟁의를 수용하 다.

  독일 연방헌법과 헌법재 소법은 헌법쟁의라는 용어 신에 연방차원의 

기 쟁의를 사용하고, 당사자능력을 연방의 최고헌법기 (연방의회, 연방참

사원, 연방 통령, 연방정부)과 그 연방의회 내의 독자  권한을 가지는 기

부분(교섭단체, 국회의원 등)에게 인정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당사자능력

이 인정되었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침해에 있어 기 쟁의로 다

툴 수 없게 되었다.22)

       2) 정당의 헌법 소송법  지 에 한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견해

       가) 헌법기 으로서의 기능인정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헌법조직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경우 헌법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으로 정당이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에서 정당이 활동하고,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해 헌법생활에서 투쟁하는 경우에 헌법소송법 으로도 헌법기

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과 그 구성부분들은 헌법소원이 합한 소

송법  구제수단이 아닌 경우, 헌법상의 권한쟁의의 청구 격을 가진다.23) 

이러한 정당의 헌법기 성 인정의 견해는 연방헌법재 소가 재까지 지속

으로 견지하고 있다.

21) 송석윤, (주 20), 181면.

22) Umbach/Cl emens/Dol linger(FN 19), S.  811.

23) BVerfGE 4, 30f., 35, 378; 5, 80; 6, 88;7, 103; 13, 9f.; 14, 129; 20, 113f., 128, 

140; 24, 263; 27, 17; 44, 137; 60, 61; 66, 115; 73, 27; 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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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한편 정당으로 하여  국민이 모든 여타의 권

리구제 차를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최후의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4)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정당이 의원선거

차에 있어서 평등한 우를 받을 권리가 선거법에 의한 선거 차의 형성

을 통하여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그의 특별한 헌법  지 로

부터 나오는 권리들을 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한 범  안에

서만 헌법상의 권한쟁의심 차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시하 다.25)

        나) 헌법소원과의 계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이 선거 차에 있어서 갖는 

권리, 특히 선거에 있어서 평등권은 정당의 특별한 헌법  지 (Art .21 

Abs.1 GG)의 내용을 이루어 이들 권리의 침해는 권한쟁의심  차에서만 

다툴 수 있는 반면에,26) 사회  집단의 하나로서의 지 에서 향유하는 기

본권의 방어를 하여서는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

당의 이  지 를 제로 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이 를 들면, 공 방

송국과 같이 헌법기 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이 그 헌법  지 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권한쟁의가 아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27)

        다) 연방헌법재 소의 정당의 권한쟁의 청구 격 인정사례

         ① 정당기부  배분기 의 정당 기회균등 침해여부 사건28)

  독일의 녹색당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정당기부 에 해 소득이나 

역이익의 5%까지의 감면혜택을 주고, 이후에 정당기부 을 차별배분하는 

것이 정당의 기회균등  국가 립의무를 반한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

소에 권한쟁의를 제기하 다. 이 청구와 더불어 시민들은 련 규정에 

24) BVerfGE 44, 125(137).

25) BVerfGE 67, 107(115).

26) BVerfGE 73, 65.

27) 정태호, 국가기  상호 간의 권한쟁의제도와 정당, 「정당과 헌법질서」, 1995, 432면.

28) BVerfGE 73, 40f(198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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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소원을 제기하 다.

  이에 해 연방헌법재 소는 이 사건에서 녹색당의 권한쟁의 청구를 

법하다고 보고 심의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녹생당이 연방헌법의 정당규

정(제21조)의 헌법상 지 에서 나오는 권리를 다투는 경우 권한쟁의의 당

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본안 결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모든 납세

자에게 감면혜택이 10만 마르크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지 않은 련 법률규

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하 다. 즉 시민들의 헌법소원은 인용

하 다. 그러나 이 련 규정이 녹색당의 정당 간의 기회균등권

(Chancengleichheit)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시하 다.29)

         ② 통일 후 최  연방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쇄조항사건30)

  통일 후 실시 정이었던 연방국회의원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인 공화주의자 

정당과 녹색당은 연방선거법에 규정된 쇄조항에 해 선거에서의 기회균

등의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하 다. 이 청구에서 청구인들은 동독지역에 

있어서의 정당조직의 미비로 인해 2차 유효투표의 5%를 넘어야 하는 쇄

조항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 다. 연방헌법재 소는 정당이 투표에 있어

서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권한쟁의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청구 격을 

인정하 다.31)  

  본안 단에서 연방헌법재 소는 통일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

우, 연방선거법의 쇄조항의 용은 이에 해 탄력 으로 용되어야 한

다고 시하고, 선거 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일부 동독지역에 쇄조

항을 이  선거와 같이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소수정당의 선거평등과 기

회평등을 침해한다고 시하 다.

     ( 3 ) 헌법재 소의 입장

      (가) 헌법재 소의 정당 련 최근 결정

       1) 정당설립요건규정에 한 합헌결정

29) BVerfGR 73, 84.

30) BVerfGE 82, 322(1990. 9. 29).

31) BVerfGE 82,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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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소수정당의 등록요건미비로 인한 등록취소에 

해 정당의 헌법소원의 청구 격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청구인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외 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내외 조직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

을 제로 하는 당헌과 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회와, 표단  

앙 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 원회를 두는 등 계속 인 조직을 구비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

다.32) 이러한 헌법재 소의 시로 볼 때, 헌법재 소는 정당법상의 설립

요건 등에 한 다툼의 구제수단은 권한쟁의가 아닌 헌법소원이 법한 수

단이라고 본다. 

       2) 정치자  차등지 에 한 합헌결정33)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이 정당의 보조  차등배분에 한 정치자 에 한

법률 제18조 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 청구 다.

  이 사건에 해 헌법재 소는 “정당의 보조  배분비율에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한  법률조

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된다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 법 제27조에 의해서도 기본권이 침해될 것

이 확실히 상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의 해결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 으로 그 해명이 한 의미를 지

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하여도 본안 단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라고 시하 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결정으로 볼 때, 정치자 의 차별  배분으로 정당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한쟁의심 이 아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 소의 입장으로 악된다. 

32)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33)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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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이 독일에서 문제되는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정치자

의 배분에 의한 차별이 문제되어, 권한쟁의심 의 당사자 격이 인정되

었을 것이다.

      (나) 헌법재 소 견해의 문제

  헌법재 소가 정당의 헌법상 지 를 국가기 과 유사한 지 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단체처럼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데는 다음

과 같은 문제 을 나타낸다.

  첫째, 정당에 한 헌법규정에서 나오는 정당의 특수한 지 를 제 로 

구 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에 한 설립자유를 인정

하면서도, 그 조직의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국가에 의한 지원과 해

산특권을 리는 특혜도 정당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당에 

한 보호는 국기기 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민주  정당성 인정과 헌법질

서 수의무라는 헌법상의 특수한 지 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나 단체의 권리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은 정당에게 어울리지 못한다. 정당의 

자유는 우리 헌법편제상 기본권편이 아닌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상 

특별히 구 된 제도보장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정당은 국가기

 지 를 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당국가 상이 국가조직에 큰 향을 주고 있는 실과 맞지 않

다.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 후보자로 하여  국가기 으로 

활동하게 하며, 결국 이를 통해 실질 인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와 다른 국가기 과 근 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오늘날 정

당국가라는 상도 이러한 국가조직과 운 에 있어서 정당의 실질 인 

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한에 있어

서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정당의 이러한 헌법  지 와 기능으로

부터 정당은 국가 역에 근 한 헌법기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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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정당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인정문제

  정당이 헌법 제8조에 의해 헌법기 으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다면, 이

를 통해 다른 국가기 들에 의한 권한침해에 해 권한쟁의로 헌법재 소

에서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사

회 역과 국가 역을 원칙 으로 구별하는 민주  기본질서의 틀에서 본다

면 헌법기 이 되기 해서는 사회 역을 벗어나 국가 역에서의 활동  

근거가 헌법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면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즉 정당에 한 헌법 제8조의 규정은 정당

의 국가 역에서의 활동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즉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 ·조직과 활동이 민주 이어야 하는 조직 면에서

의 민주  정당성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가의 직 인 

보호와 재정지원을 받는 공 인 기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헌법상의 특수한 지 가 헌법소송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다른 면에서 정당에 해 권한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소송

법  이유가 존재한다. 행 헌법재 소법상 재 에 한 헌법소원이 배제

되어 있는 계로 다른 국가기 의 작 나 부작 에 의한 정당의 헌법상 

이익을 보호하기 해서는 헌법소원보다 권한쟁의심 이 유리하다고 단

된다. 정당은 발생되는 분쟁이 정치  성격을 갖는 것이 부분이어서 상

방의 처분의 성질상 법원의 차에서 다투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건

들이 많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정당은 직  권한쟁의를 통해 국기

기 과의 헌법  분쟁을 효과 으로 해결하는 소송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치  분쟁의 헌법  해결이라는 헌법소송의 실 에 이어서도 그 실

익이 있다고 본다.34) 

  2.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가. 제3자 소송담당의 기능

34) 찬성의 입장: 정태호 (주 27),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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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정당국가  권력분립구조는 정부와 의회의 립에서 의회 내의 

다수당과 소수당의 립으로 환되었으며, 정부와 국회의 권력이 다수당 

심으로 형성된 실  정치상황에서는 실제 인 권력의 분립은 의회의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당국가 상의  개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다수의 힘에 의해 헌법상 부여된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려는 소수당의 시도는 다수결에 의하여 

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가 실 으로 가

능하기 하여는 국회의 부분기 이 - 그것이 국회의원 일부이든 원내교섭

단체이든 간에 - 어떤 형태로든 국회를 신하여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경

우에 따라서는 국회 체의 의사에 반하여 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의회주의의 특징은 정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고

인 형식  권력분립이 약화되고, 의회 내 정부를 지지하는 집권여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항하는 야당 사이의 기능  권력분립으로 환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독주나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의회의 정

부통제기능과 의회의 고유권한을 지키는 몫은 소수당(야당)의 권리이자 의

무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분립 상황에서 여당의 지원을 받는 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권한이 침해가 된 때에, 국회가 권한쟁의심 을 청구하는 

에 하여 다수의원이 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

는 경우에는,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야당 교섭단체나 이

와 비슷한 규모의 국회부분기 에게도 권한쟁의심 을 통하여 국회의 권한

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할 것이다.35)

    나. 헌법재 소의 입장

35) 한수웅, 국가기  간의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  결정주문, 인권

과 정의 265호, 199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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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사건3 6 )

이 사건에서 제3자 소송담당에 한 헌법재 소의 견해는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고, 다만 김용  재 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한 

청구부분에 해서는 오늘날의 변화한 권력분립구조에서의 소수당의 요

한 역할을 고려하여 제3자 소송담당의 필요성은 인정하 으나, “국회의 부

분기 에게 국회를 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것은 소수자를 보호하

기 한 것이므로 재 의원 과반수를 이루는 다수의원이나 다수당의 교섭

단체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까지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여 당사자 격을 부인하 다. 

     ( 2 ) 세계무역기구 상 사건3 7 )

  헌법재 소 다수의견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 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 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 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 이 기  내부에서 민주 인 방법으로 토론과 화에 의하여 기

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신 모든 문제를 사법  수단에 의해 해결하

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기 의 부분기 이 자신의 이

름으로 소속기 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 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

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한 체결·비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 을 청구할 수 없다.”고 시하 다. 가장 최근의 권한쟁의 결로서 이

를 통해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심 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

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송두환 재 )은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

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험에 

처하 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  는 특정안건에 한 다수세력이 

36) 헌재 1998. 7. 14. 선고 98헌라1. 

37) 헌재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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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한 권한쟁의심  등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음으

로써 의회의 헌법  권한이 제 로 수호되지 못하고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

가 왜곡되는 상황하에서는, 의회 내 소수  의원들의 권능을 보호하는 것

을 통하여 궁극 으로는 의회의 헌법  권한을 수호하기 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국회를 신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

는 법  지 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  방안으로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 의견을 제시하 다. 

    다. 문제

  우리 헌법재 소의 권한쟁의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 허용 여부에 

한 견해는 부정 이다. 앞의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 재 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 합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체로 제3

자 소송담당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가 주류 고, 두 번째 사건에서도 다

수의견은 분명하게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을 부인하고 있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능  권력분립에 한 인식이 결여되

어 있다.

  오늘날 정당국가의 등장은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야당의 지 에 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정당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의 권력융합 상으로 인

해 다수독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통 인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

이론은 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의회 내 야당은 오늘날 과거 집행부가 

의회에 행하던 안과 비 의 기능을 넘겨받아, 다수세력에 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도 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소송상의 

권한쟁의심 인 것이다.38) 국내 일부 학자는 제3자의 소송담당을 범 하

게 인정하는 것은 국회 등 일정한 국가기 이 기 내부에서 민주 인 방법

으로 토론과 화로 기 의 의사를 결정하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하고 모든 

38) 허 , 헌법이론과 헌법, 2007, 7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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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헌법재 소에 제소하여 사법  수단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 하기도 한다.39) 이러한 반 의 견해는 권한쟁의

심  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기능  권력분립의 효

과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옳지 못하다고 본다.

  둘째, 헌법재 소의 차는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스스로 차에 한 

결정을 통해 이를 보충하는 자율성을 가진다. 이는 다른 민사재 이나 형

사재 과는 달리 헌법재 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헌법재 소법은 다른 소

송법과는 달리 독자 으로 완비된 소송법이 아닌 구조  특질을 포함한다. 

헌법재 은 역동 인 사회변화나 국가조직의 시스템변화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소송 차의 일부 개방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 헌법재 소는 

스스로 일시 인 범  내에서 입법자가 되어 소송 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상 사건’에서 보여  헌법재 소 다수의견의 헌법재

소극주의는 헌법재 의 시  발 방향과 맞지 않으며, 헌법재 의 정책

 기능면에서 볼 때에도 문제 이 많다고 본다. 헌법재 소법은 헌법의 

정신을 반 한 체 이며 실체 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이 요

구하는 새로운 권력분립의 정신이 헌법재 의 차에 있어서도 반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개방  질서로서 헌법을 이해한다면, 헌법소송법은 갈

등의 해소와 컨센스의 획득을 한 정치  법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헌

법소송법은 헌법의 실행 내지 실 을 한 소송수단이 되어야 하겠다.

  ‘세계무역기구 상 사건’에서 민주노동당의원 원의 청구는 교섭단체

는 아니지만, 이들이 국회에서 항상 지속 으로 특정한 정치  의사를 표

하는 정치  소수집단이므로, 이들의 제3자 소송담당의 지 를 교섭단체

와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 독일의 운용상황

39) 이성환, 권한쟁의심 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 격,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2005,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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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제3 자 소송담당에 한 규정과 당사자 격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4조에 의하면 어느 기 에 속하는 그 기 의 

부분이 피청구인의 작  는 부작 에 의해 그가 속한 기 의 권리·의무

가 침해되거나 직 인 침해 험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 을 제기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그동안 연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연방의회를 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 다.40) 한 아직 구체 인 

례는 없으나 연방의회 내에서 교섭단체와 그 지 가 유사한 일정한 세력을 

지닌 소수 그룹41)도 제3자 소송담당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42)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원칙 으로 여러 정치세력이 집합 으로 모

여 있는 기 이 있는 경우에, 이 기 의 운 이 하나 는 몇몇의 정당세

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연합체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에 있어, 이 기 의 

40) BVerfGE 1, 352; 2, 143; 2, 347; 3, 12; 54, 1; 67, 100; 68, 1; 71, 299; 90, 286; 

100, 266; 103, 81; 104, 152.

41) 독일 연방헌법재 소는 이 결정에서 최 로 연방의회내의 그룹에 해 권한쟁의

의 당사자 격을 인정하고, 연방의회 내의 교섭단체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시하 다. 이 사건 권한쟁의를 제기한 연방의회의 그룹은 구 동독의 집권당

(PDS 민주사회당)이 통독 후 새로 만든 정당인 독일 집권당(PDS/Linke Liste)

의 일원들로, 통독 후 최 선거후에 교섭단체의 크기에는 이르지 못해 국회 내 

그룹의 지 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1990년 12월 2일 선거에서 정당선택 투표인 

제2투표의 결과 체 유효투표의 2.4%(구 동독지역에서 11.1%, 서독지역에서 

0.3%)의 득표율을 얻어 연방의회에 진출하 다. 연방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조건

을 체 연방의회의원의 5%를 넘는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어, PDS는 교섭단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룹의 지 를 얻는데 그쳤다. 

    연방의회 내 PDS 그룹은 권한쟁의에서 자신들을 교섭단체로 인정해  것과 아

울러 국회규칙상의 권리를 확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인의 권

리는 평등선거의 원칙(제38조 제1항 제1문)과 정당의 기회균등(제21조 제1항)보

장으로부터 나온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했다. 연방헌법재 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

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으로부터 청구인 그룹을 교섭단체와 

동일하게 우할 근거가 나오지 않으며, 이 원칙들은 선거에 한해서 용되는 것

이라고 시하고, 의회 내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동등하게 우해야할 근거는 

국회의원의 의회 내 의사결정참여권(제38조 제1항 2문)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

를 통해 연방의회 내 소 원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연방의회가 PDS 

그룹에게 연방의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소 원회 활동을 한 참가를 거부한 

것은 연방헌법 제38조 제1항 2문의 규정을 반한 것이라고 연방헌법재 소는 

시했다.  BVerfGE 84, 304f(1991. 7. 16).

42) 이에 한 정 인 평가는 Umbach/Clemens/Doll inger (FN 19), BVerfGG, S. 

8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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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세력에게 체기 을 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서 권력의 견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소수보호

의 제도로 불린다.43)

  그러나 소수보호제도라 하지만, 제3자 소송담당의 역할을 해서는 기

의 지속 인 부분이어야 하며, 일시 으로 발생한 특정안건에 한 투표결

과의 소수, 즉 일정 수의 국회의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44) 

     ( 2 ) 교섭단체의 제3 자 소송담당 련 례

      (가) 페터스부르크 정사건45)

  독일정부가 랑스, 국, 미국 연합군 표들과 맺은 페터스부르크 정

에 해 연방의회 내 야당인 사민당(SPD) 교섭단체는 연방의회의 입법

차를 무시한 국가조약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의회 권한침해를 내용으로 하

는 권한쟁의를 제기하 다. 이에 해 연방헌법재 소는 이 정은 연방헌

법이 국회입법 차를 요구하는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 다.

      (나) 러항구 정사건46)

  랑스와 독일의 주 바덴이 맺은 러항구에 한 정을 독일 정부가 

동의하자, 연방의회 내의 사민당이 연방의회의 권한(동의와 조약입법권)을 

침해한 동의 다고 주장하며 연방의회를 한 제3자 소송담당의 권한쟁의

를 청구하 다.

 이에 해 연방헌법재 소는 주 바덴과 랑스의 정은 연방헌법 제32조 

제3항의 외국과의 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연방의회의 동의권 등이 요구

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다) 정부의 서류제출거부사건47)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조사 원회가 요구하는 Flick 회사 련서류의 제출

43) BVerfGE 45,1; 60, 319; 68,1; 90, 286; 04, 151; 105, 197.

44) Umbach/Cl emens/Dol linger (FN 19) BVerfGG, 2005, S.821.

45) BVerfGE 1, 351f.

46) BVerfGE 2, 347f.

47) BVerfGE 67, 1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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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부하 다. 이에 해 연방의회 내의 녹색당 교섭단체는 이러한 정부

의 행 가 연방의회가 가지는 연방헌법 제44조의 조사 원회를 통한 활동

권한을 침해하 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를 제기하 다. 연방헌법재 소

는 이에 해 연방정부의 연방의회권한침해를 확인하 다. 

      (라) 연방군 의 견사건48)

  독일정부는 나토결의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의 평화유지를 해 연방군

를 견하 다. 이에 해 연방의회 내 사민당(SPD) 교섭단체는 연방헌법

은 연방정부가 무장병력을 해외에 견하는 경우에 연방의회의 사 동의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의 차를 규정한 연방헌법 제59조가 침해되

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하 다. 이에 해 연방헌법재 소는 연방정부가 

군인의 해외 견에 한 연방의회의 동의권인 의회유보

(Parlamentsvorbehalt)를 침해했다고 결하 다.  

    마. 소결

  권력의 융합 상이 나타나는 정당국가  실에서는 통령의 출신정당

과 국회 내에서 다수를 하는 정 가 일치하는 경우, 국회의 소수 들의 

이익이 무시되는 가운데, 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 다수 와 통령과의 제휴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국회의 다수 가 소수 의 이익을 일방 으로 무시하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이 경우 국회 내의 소수 에게, 특히 상설화되

어 있는 원내교섭단체로 하여   국회 체의 이익을 하여 자신의 이름으

로(즉, 소송담당자의 지 에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면,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쟁의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것이

다.

  독일의 연방헌법재 소의 례와 같이 의회 내 소수에 의한 연방의회 권

한보호의 제도인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능  권력분립의 요

48) BVerfGE 9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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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우리 헌법재 소법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기 소송과 계설정의 문제

    가. 기 소송의 의의

  기 소송이란 국가 는 공공단체의 기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

부 는 그 행사에 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뜻하나, 다만 헌법재 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장사항

으로 되는 소송은 여기서 제외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국가 는 공공단체의 기  상호간에 법률에 정한 권한의 범 에 하여 

분쟁이 있다든지 는 그 권한의 행사에 법의 의문이 있다든지 하는 등

의 경우에 법원의 단에 의해 해결하는 기 소송의 제도가 존재한다.  

행 우리 행정소송의 한 형태로서의 기 소송은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법률이 개별 으로 인정한 사항에 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

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고 인 행정법에서는 행정작용을 내부 계와 외부 계로 나 고 오로

지 외부 계에만 심을 기울 다. 외부 계와 내부 계의 구별을 행정소

송과 련지어 보면 외부 계만이 행정소송의 상이 되며 내부 계는 행

정부에서 자율 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법원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아니

한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오늘날은 행정내부 계인 공법상 법인의 기  

상호간의 계, 기 과 기 구성원의 계도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

계를 이루며 소송을 통하여 법률상 인정된 권리의무를 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기 소송을 인정하게 되었다.49)

    나. 기 소송의 종류

49) 이주 , 민 소송과 기 소송, 「행정소송에 한 제 문제」, 1995,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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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기 소송의 로는, 지방자치법상으로는 

i)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한 감독청의 

시정명령·처분에 한 자치단체장의 이의소송,  ii) 제170조 제3항에서 정하

고 있는 임사무  기 임사무에 한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소송, iii) 제17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 재의결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소송, iv) 제172조 제6항에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한 감독청의 법원에의 직 제소가 존재한

다.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상으로는 i)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

육감과 시·도의회 는 교육 원회 간의 소송, ii) 제28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부장 과 시·도의회 는 교육 원회 간의 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다. 기 소송과 권한쟁의의 충돌문제

     ( 1 ) 기 소송과 권한쟁의심 의 할 복의 상황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의 일부 규정은 권한쟁의심 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 소송의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i)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한 감독청의 시정명령·처분

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소송, ii)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6항에서 정

하고 있는 감독청과 지방의회 간의 소송, iii)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제

28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원회의 의결 는 교육·학 에 한 

시·도의회의 의결에 한 교육인 자원부장 의 이의소송은 헌법상의 자치

권 침해분쟁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 에 해당하게 되

어, 행정소송법상의 기 소송과의 계설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임사무에 한 것이든 자치사무에 

한 것이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는 상  지방자치단체와 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존부  행사에 한 권한쟁의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모두 헌법과 헌법재 소법에 의해 헌법재 소의 장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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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놓은 것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에서 법원의 

장사항으로 정해 확장해 놓음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 내지 지방자치의 

인 기능과 조화되기 어려워 헌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

다.50)

     ( 2 ) 기 소송인가 항고소송인가의 문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 지방자

치단체와 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을 항고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행정법계 다수학자의 견해이다.51)

  이 견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

는 공법상의 법인이므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여 계는 국가기

간의 단순한 내부 계가 아니라 외부 계를 이룬다고 보고, 국가의 법한 

여작용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는 여 청을 상 로 일반 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52) 

그러나 이는 행정청의 법한 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인이 행정청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구별하지 않는 형식 인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고, 기 소송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53) 한 항고소송의 개 주의

와도 어울리지 못한다.

  기 소송은 법률에 의해 해당 기 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그들에게 공통

의 상 기 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권한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행법

상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는 정지를 다투는 소송의 직  

목 은 명령이나 처분의 법성을 다투는 것이 되어서, 그 본질이 객  

50) 허 , 한국헌법론, 2007, 809면.

5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346면.

52)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헌법 례연구 제1권, 1999, 322면.

53) 한견우 교수는 “기 소송은 기 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그들에게 공통의 상 기

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권한에 한 다툼을 법 으로 해결하기 하여 마련

된 소송형태라는 기 소송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법주체 간의 소송으

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기 소송에 상이한 법주체 간의 소송도 포

함된다고 본다. 한견우, 기 소송의 기능에 한 재검토와 기 소송의 차, 연

세법학연구, 1995, 8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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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성격에 속하게 된다. 이는 법률상의 이익을 한 사인의 항고소송

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기 소송도 그 유형상 항고소송  기 소송과 

당사자 소송  기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상 일반 사인

에 의한 항고소송과는 그 성격상 객  소송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에서 

차이 이 있다.54)

    라. 권한쟁의와 기 소송 할조정을 한 입법론

     (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분쟁해결의 원칙

  권한쟁의 본질론의 이론에서 볼 때, 헌법상 권한쟁의의 목 은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상호간에 있어 헌법  권한과 의무의 범 와 내용에 

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헌법의 규범  효력을 보호하는데 있고, 반면 기 소송은 국가 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행사가 법  요건에 반하여 법이 되는 때에 이를 수정

하여 행정법  법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행정소송법상의 기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에 의해 법률

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 실 인 소송실무의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정도로 그 할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이 ‘유성구세특례조례안’ 사건에서 시장의 유

성구청장에 한 소송을 기 소송으로 보면서도 할 없음을 이유로 소부

합 결을 내린 것은 재 기 소송의 축소의 문제 을 잘 나타내고 있

다.55)  그러므로 재 행정소송법상의 기 소송은 입법론 으로 볼 때 그 

54) 한견우 (주 53), 882면.

55) 법원은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는 

공공단체의 기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는 그 행사에 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하여 제기하는 기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 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시·도지

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 음에도 그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

지 아니하 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

는 소를 그 자치구의 장을 상 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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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확 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 다면 행 우리 헌법재 소법의 권한쟁의 할규정은 문제가 없는가

의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쟁의도 법률과 헌법 양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분쟁은 주로 법령

에 의한 구체  권한배분과 그 해석· 용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기 때문

에 비헌법 인 공법  분쟁이 주종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56) 헌법재 소

법의 권한쟁의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례 에 헌법  분

쟁이 아닌 행정법  분쟁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한 평가가 있어야 하

겠다.

     ( 2 ) 행정소송법 기 소송의 개정필요성

  행정소송법 제45조에 기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로써 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소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행정기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상  행정기 의 조정 등에 의한 

해결이 합목 일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앙

의 조정기능은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

화된 재로서는 단순한 법  문제를 쟁 으로 하여 앙정부나 인근 지방

자치단체와의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 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조례제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법 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지 않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 소송을 법률로 인정하는 범  내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개 주의로 바꾸는 것이 요구

된다고 본다.57)

     ( 3 ) 권한쟁의 례에 나타난 헌법  분쟁과 행정법  분쟁

볼 수 없다.”라고 시하 다.  1999. 10. 22. 99추54.

56) 정태호 (주 27), 417면.

57) 김기진, 지방자치단체의 사법  구제- 기 소송과 권한쟁의를 심으로, 연세법

학연구 제5집 1권, 199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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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한쟁의에 나타난 헌법  분쟁

       1) 국회의원 김홍신 사건58)

  이 사건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 에 한 문제, 즉 자유 임과 정당기

속의 쟁 을 다룬 것으로 헌법  분쟁에 속한다.  헌법재 소는 “국회의장

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 원

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 원회로 보임한 행 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

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 다.

       2) 이의제기  법률안 가결선포사건59)

  이 사건은 국회의장(피청구인)을 리한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가운데, 남녀차별 지 구제에

한법률안 등 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 가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들(청구

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한 권한쟁의로 헌법  

분쟁에 속한다.

  헌법재 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 하여야 하는 헌법재 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 와 련된 사실인정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

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

가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12조 제3항 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다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라고 시하 다.

       3) 국회의 날치기 입법사건60)

  이 사건은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출석의 기회를 박

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것이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한 권한쟁의로 헌법  분쟁에 속한다. 

헌법재 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

정된 로 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58)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59) 헌재 2000. 2. 24. 99헌라1. 

60) 헌재 1997. 7. 16. 96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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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고 시하 다.

      (나) 권한쟁의에 나타난 행정법  분쟁

       1) 진해시 용원동 내의 토지 할 사건61)

  부산 역시 강서구가 진해시를 상 로, 진해시 용원동 내의 일부인 계쟁 

토지가 법률에 의해 그 할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면서 할확인

을 구하고, 진해시가 계쟁토지에 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작 가 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계쟁토지에 해 진해시장이 한 

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  사건에서 헌법재 소는 부

산 역시 강서구의 심 청구를 인용하 다. 

이 사건의 경우 진해시장의 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

의 처분  성격이 강한 행정법  분쟁(항고소송  기 소송)으로 악된다. 

       2) 양시와 순천시 할구역경계사건62)

  헌법재 소의 시에 의하면 1973년 통령령인 시·군·구·읍·면의 할구

역변경에 한 규정에 의해 1973. 7. 1.부터 이 사건 해역의 남 양군 

골약면에 속하던 장도와 송도가 남 여천군 율 면으로 할구역이 변경

되었으므로  할구역의 변경이 반 되었고 이후 법률 는 통령령의 

개폐, 행정 습법의 성립 등으로 변경된 바 없는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매립지에서 청구인 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할구역 경계를 나 는 최종  기 이 된다. 

  헌법재 소는 이에 따라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

해 분쟁구역은 청구인 양시의 할권한에 속하고, 피청구인 순천시가 부

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와 같은 청구인 양시

의 할권한에 속하는 목 물에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 양시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

61) 헌재 2006. 8. 31. 2004헌라2. 

62)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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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라고 시하 다.

  이 사건은 과세처분의 법성을 다룬 것으로 행정법  쟁송에 속한다.

       3) 아산만 해역에 한 할분쟁63)

  아산만 해역에 한 당진군과 평택시의 권한쟁의에 한 헌법재 소의 

시에 의하면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

계선으로 인정해온 행정 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 행이 오랜 기간 동

안 존재하여 왔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라는 에 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 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 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

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을 기 으로 할 때, 이 사

건 해역에 한 할권한은 청구인 당진군에 귀속된다.”라고 결정하 다.

  이 사건은 행정구역 경계선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행정법  쟁송에 속한

다.

       4) 인용재결의 범 에 한 사건64)

  헌법재 소는 성남시와 경기도지사의 인용재결의 범 에 한 권한쟁의

심 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

정처분)에 한 국가기 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 법 제37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  처분한 것은 인용재결의 범 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 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인용재결의 범 에 한 다툼으로 행정법  쟁송에 

속한다.

      (다) 헌법상의 권한쟁의심 의 올바른 상확립 필요성

  행 권한쟁의심 제도의 가장 핵심 인 문제 은 앞서도 언 한 로 

63)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64) 헌재 1999. 7. 22. 98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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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의 부당한 확장에 있다. 권한쟁의심 의 범 한 할로 인하여 

행정소송인 기 소송의 의의와 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헌법재 소도 

헌법상의 분쟁에 해서 해결하는 기 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기능을 일부 

임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시 히 입법을 통

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아울러 행정소송법의 기 소송법정주의는 

폐지되어야 하겠다. 재의 행정소송법상의 기 소송의 모습은 기 소송법

정주의로 인해 무나도 그 상이 좁게 되어 있어, 그 존재의의가 의심스

러운 모습이라 하겠다.  

  헌법  분쟁과 행정법  분쟁이 제 로 구별되지 못하고 헌법재 소에 

의해 권한쟁의로 혼합되어 할된다면, 이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발 에

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문법원으로 성장해야 할 행정법원과 헌법

재 소의 례발 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행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행

정소송법의 기 소송은 ‘권한의 존부 는 그 행사에 한 다툼’으로 되어 

있고(법 제3조 제4호), 헌법재 소법의 권한쟁의는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한 다툼’으로 규정되어 있어(법 제61조 제1항), 기 의 처분이 법인

가 여부에 한 다툼은 기 소송으로 분류하고(비헌법  소송), 헌법상의 

국가기 의 권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경우인지에 한 

권한의 범 에 한 다툼은 권한쟁의로 다루는(헌법소송) 할 배분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른바 ‘실질  해석방법론’).65)

    마. 소결

  헌법재 소의 그동안의 권한쟁의 례들 속에는 헌법  분쟁과 행정법  

분쟁이 혼재되어 왔다. 이러한 부문별한 할 확 는 헌법재 소의 기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시 히 시정되어야 하겠다. 헌법재 에 속하

지 않는 역에 한 헌법재 소의 간섭은 행정법학의 비 의 상이 될 

것이고, 헌법재 의 발 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65) 한견우 (주 53), 87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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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사의 헌법  형성이라는 요한 헌법재 의 기능을 보호하고, 이

러한 역할에 집 된 문법원으로서의 헌법재 소의 상을 지키는 노력이 

향후 간 히 필요하다고 본다.

  4. 권한쟁의심 의 결정의 유형문제

    가. 피청구인의 행 의 취소의 문제

  헌법재 소법 제66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 소는 심 의 상이 된 국가

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는 범 에 하여 단한다.”라

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피청구기 의 처분 는 부작 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 소법 제66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을 

헌법재 소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이에 한 

반 의 견해가 존재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헌법재 소의 구체 인 취소결

정은 국가기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오히려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된다는 것이다. 헌법재 소가 그의 결정에서 원칙 으로 헌법

재 소법 제66조 제1항의 헌확인에 그쳐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그의 결

정을 통하여 권한쟁의 당사자 사이의 계에 직  형성 으로 여하지 않

음으로써 피청구기 의 정치  형성권을 존 하려는 데 있고, 둘째, 피청구

인인 헌법기 에게 여러 가지의 형성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취소 는 무효확인의 결정과 같은 피청구인처분의 효력에 한 결정

을 통하여 합헌 인 상태를 궁극 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66)

  그럼 제66조 제2항의 취소나 무효확인은  잘못된 표 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에 헌법재 소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좁게 보아 행정

처분  성격을 갖는 구체  처분 등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

해가 있다.67) 그러나 이는 헌법재 소법의 규정을 무 소극 으로 해석하

66) 한수웅 (주 35),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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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국가기 의 다른 안  해결방법이 없거나, 그 헌  내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 소가 외 으로 의회의 법률제정행 와 련된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독일의 규정과 실무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67조는 “연방헌법재 소는 피청구인의 지 는 

부작 가 헌법의 규정에 반되는지 여부에 해 결정한다. 이 헌법규정은 

명시되어야 한다. 연방헌법재 소는 이 결정주문에 헌법의 해석과 련된 

법  문제에 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의 명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원칙 으로 심 상인 피청구인의 처분의 

헌법·법률 반만을 확인할 뿐, 피청구인의 행 의 취소나 무효확인과 같은 

형성  결정을 내릴 수 없다.68)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권력

분립 인 고려와 헌개선의 다양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 소결

  헌법재 소법의 제66조 의해 헌법재 소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자칫 확 해석될 험이 있다. 모든 피청구인의 행

에 해 헌법재 소가 형성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

법재 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 즉 피청구인인 국가기 과 지

방자치단체의 정치  형성권을 부당히 제한하면서, 헌법재 소가 일방 인 

형성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가최고기 들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헌법재 소가 과잉 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이들 

67) 한수웅 (주 35), 117면.

68) BVerfGE 1. 37; 20. 129; 2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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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정치형성  재량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

릴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만약 이러한 범 를 넘어 헌법재 소가 이행·형

성  결정을 하는 경우, 국가기 의 행 에 한 헌법규범  통제는 사라

지고, 정치  분쟁을 더욱 확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행 우리 권한쟁의심  차와 실무는 여러 면에 있어서 소송  흠결이 

지 되고 있다. 우선 권한쟁의심 을 객  소송 차로 이해하는 경우, 소

송목 은 헌법질서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헌법해석을 한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경우, 소취하 등 주  의사와는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정당은 오늘날 헌법질서에 있어서 불가결한 국가기 이며, 이러한 헌법

 지 에 한 인정이 헌법소송에서도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이 선

거에 있어서 차별 우 받거나 그 헌법  지 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헌

법소원이 아닌 권한쟁의심 이 법한 헌법소송  구제 차가 되어야 한

다.

  의 권력구조 융합 상을 견제하기 해 권한쟁의심 은 소수정치세

력의 국가의사형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를 

지원하고 이와 동질화된 국회다수당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국회의 권한보

호를 해 국회 교섭단체나 이에 하는 국회 내 일정한 그룹에게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당국가에 있어서 

기능  권력분립에 근거를 둔 것으로 권력통제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권한쟁의심 의 재의 모습은 헌법  분쟁과 행정법  분쟁이 혼재해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헌법재 의 형태로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상의 기

소송 법정주의를 개 주의로 개정하고, 헌법소송상의 권한쟁의의 할사

항  행정법  분쟁은 기 소송으로 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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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재 소는 권한쟁의심 의 결정형식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정신을 고려하고, 국가의사 형성을 한 국가최고기 의 자율성을 존 하

는 의미에서 형성  결정이 아닌 확인결정에 그쳐야 하겠다. 



203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에 

한 해석론을 심으로 -

史  奉  官
憲 法 硏 究 官

서울高等法院 判事

- 目  次 -

Ⅰ. 서 론 ··········································································································· 205

Ⅱ.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의 해석론 ··················································································· 209

  1. 논의의 범 ······························································································ 209

  2. 결정일 0시설 ···························································································· 210

   가. 법 제47조 제2항의 문리해석 ······························································ 210

   나. 입법과정에서 추단되는 입법자의 의도 ············································· 211

   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 입법자의 선택 ····································· 212

   라. 헌결정의 기속력의 강화 필요성 ···················································· 213

  3. 실제 선고시설 ·························································································· 214

   가. 헌법재 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 ·················································· 214

   나. 헌법재 소의 종국결정의 효력과 소송법상 일반원리 ···················· 215

   다. 법  안정성의 확보 필요성 ································································ 217

  4. 개인  의견(원칙  결정일 0시설) ······················································· 218



204

Ⅲ. 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가능 여부 ························ 220

  1. 헌결정 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 ··········································· 220

   가. 논의의 범 ·························································································· 220

   나. 법원의 입장 ······················································································ 221

   다. 헌법재 소의 입장 ··············································································· 222

   라. 소 결 ······································································································ 224

  2. 헌결정일과 같은 날 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 ····· 224

   가. 일반론 ···································································································· 224

   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의 근거법률까지 헌결정된 경우 ····· 225

  3.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거법률이 헌결정된 경우 집행가능 여부 ··· 227

   가. 문제의 소재 ·························································································· 227

   나. 법성의 승계이론에 따라 집행을 허용한다는 견해 ······················ 227

   다.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 230

   라. 소 결 ······································································································ 231

Ⅳ.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헌법소원 상성 ········· 233

  1. 재 소원의 외  허용요건과 논의의 범 ······································· 233

   가. 재 소원의 외  허용요건 ······························································ 233

   나. 논의의 범 ·························································································· 235

  2.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 여부 ····· 236

   가. 문제의 소재 ·························································································· 236

   나. 헌결정 보다 앞서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 여부 ···· 237

   다. 헌결정과 동시에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 여부 ······ 239

Ⅴ. 을 맺으며 ································································································ 241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05

Ⅰ. 서 론

  1.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서는 “ 헌으로 결

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은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비형벌법규에 해서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를, 

형벌법규에 해서는 ‘소 하여’를 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시기 

내지 헌결정1)의 효력발생시기2)로 제시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는 “법률의 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특유한 효력의 하나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속력으로 인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있는 경우 모든 국

가기 은 헌결정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헌결정을 존 하

여야 할 뿐 아니라(결정 수의무), 헌으로 결정된 당해 심 상은 물론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를 해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반복 지의무).3) 즉 

법률에 한 헌결정이 있으면 행정기 이나 법원은 헌법률에 근거한 

고권행 를 합헌 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행정기 이나 법원에 의

1) 헌법재 소는 ‘법률에 한 헌결정에는 단순 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

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라고 시한 

바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 이 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헌결정을 단순 헌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 ‘법규  효력을 포함한 헌법재 소 결정의 각종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과, 즉 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시기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는 결정의 선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여기의 결정에는 법률의 

헌결정은 물론이고 합헌결정  변형결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헌결정의 효과로

서의 효력상실시기는 결정유형과 심 상인 법률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고 하여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헌법률의 효력상실시기를 구분하는 견

해(‘헌법재 소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 남복  집필부분, 헌법재 연구 제7권, 

197쪽)도 있다. 그런데 단순 헌결정에 있어서는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에서는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헌법재 실무제요(개정 )’,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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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률의 더 이상의 용도 일반 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헌결정 

후에 헌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 

헌결정 이후에 헌법률을 용한 ‘법원의 재 ’도 재 소원4)의 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다.5)

  2. 그동안 법 제47조 제2항을 둘러싼 논의는,  조항의 문언상 비형벌

법규에 해서는 장래효만이 인정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 를 헌결정 이 의 어느 범 까지 인

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헌결정의 소 효 문제6)에 집 되어 왔으며, 

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입법례상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7)

  국내의 학설상으로는 세부 인 논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

지만, 체로 원칙 으로 소 효를 인정하자는 견해(원칙  소 효설)와 구

4) 이하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을 ‘재 소원’이라 한다.

5) 어떠한 법령에 항 헌결정이 된 이후 그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에 

하여 법원이 이를 무효로 보지 않는 재 을 하 다면, 이는 ‘헌법재 소가 헌으

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에 해당하여 외

으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것……(헌재 2001. 2.  22. 선고 99헌마605, 

례집 13-1, 363).

6) 헌결정의 소 효 문제는 기본 으로 헌결정이 있기 에 법률요건이 완성된 

사안에 하여 법원이 재 을 함에 있어 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컨 , 어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으

로 결정되었을 때 그 헌결정 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

원이 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한다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으로 결정되었음을 이

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소 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 으

로 헌결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것이다(이상훈, ‘ 헌

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그 재 실무상 용’, 사법논집 38집, 10-11쪽)

7) 헌결정의 효력에 한 각국의 입법례는 ① 헌인 법률은 헌상태가 발생한 

시 에 소 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당연무효설’의 입장에

서 헌결정의 소 효를 원칙 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 으로 제한하는 경우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와, ② ‘폐지무효설’의 입장에서, 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 으로 소 효를 인정하는 경우(오스트리아, 터어키 등)  

③ 헌결정에 소 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 인 사건마다 결정하는 경우(미

국, 독일의 일부 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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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정의(기본권보호)와 법  안정성이라는 상반되는 헌법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외  는 선택 으로 소 효를 인정하자는 견해( 외  소

효설8))가 제시되고 있고,9) 원칙  소 효설은 그 논거에 따라 다시, ① 당

연무효설10)에 입각하여 원칙  소 효를 주장하는 견해,11) ② 폐지무효

설12) 내지 재 설13)을 근거로 하여 원칙  소 효를 주장하거나, 법 제47

조 제2항이 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 효를 주장하는 견해14)로 나뉘어지

며, 헌법재 소와 법원은 비형벌법규에 한 헌결정은 원칙 으로 장

래효 내지 즉시효를 갖는다고 보면서 외 으로 소 효를 인정하는 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헌법재 소는, ‘①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

의 헌제청, 청구인의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 소에 법률의 

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②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

8) 계희열, ‘법률에 한 헌 결의 효력’, [법률의 헌결정과 헌법소원의 상], 헌

법재 연구 제1권, 173쪽 이하 ; 손용근 ‘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치는 범 에 

한 비  고찰’, 사법논집 제24집, 5쪽 이하 ; 정태호, ‘법률에 한 헌결정의 

소 효문제에 한 비  고찰’, 법률행정논총 제19집(2000.  01.), 201쪽 이하.

9) 헌결정의 소 효에 한 국내의 학설과 례  입법례에 한 상세한 소개로

는, 이상훈, 게논문, 12-24쪽과 정태호, 게논문, 201-215쪽을 참조.

10) 당연무효설에 따르면, 헌법률은 비록 그것이 법률인 것처럼 보이고  법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법이 아니었고  법

질서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헌법재 소가 법률에 해 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단지 그 법률이 

헌임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고, 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소 으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된다. 

11) 남복 , 게 헌법재 연구 논문, 238-253쪽 ; 이강국, ‘ 헌법률의 효력’, [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공법학의  지평], 369쪽 이하.

12) 폐지무효설에 의하면, 헌인 법률도 특별한 취소행 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비

록 헌법에 반한다 할지라도 유효하고, 따라서 헌인 법률은 헌법재 소의 결정

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헌법재 소의 결정은 창설  효

력을 가진다고 한다.

13) 헌법재 소가 헌결정 시 효력발생시기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이에 하여 밝

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시  이 에 구체화된 요건사실에 

하여는 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제거된 법  상태에 따라 재 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황우려, ‘ 헌결정의 효력’, 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321쪽).

14) 윤진수, ‘헌법재 소 헌결정의 소 효’, 재 자료 75집, 673-6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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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하 거나 법원에 헌제

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③ 따로 헌제청신청을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하여는(원칙 으로) 소 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④ 당사자의 권리구제

를 한 구체  타당성의 요청이 한 반면에 소 효를 인정하여도 법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 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 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소 효를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례집 5-1, 226-252)는 입장이고, 법원은 “ 헌

결정의 효력은 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헌결정이 있기 에 이와 동종

의 헌 여부에 하여 헌법재 소에 헌 여부 심 제청을 하 거나 법원

에 헌 여부 심 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따로 헌제청신청은 아니하

지만 당해 법률 는 법률조항이 재 의 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인 병

행사건은 물론이고, 헌결정 이후에 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도 미친다.”라고 시함으로써15), 일반사건에 하여 헌법재 소보다 오히

려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하는 범 를 확 하고 있다.16)

  3. 그런데 정작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구체 으로 언제 효력을 발생

하는지, 즉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의 구체  해석론에 

해서는 그동안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조항의 해석론은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과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의 재 에 한 재 소원 상

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헌결정의 소 효 문제

15) 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결; 1993. 2. 26. 선고 92 12247 결; 

1994.  2. 22. 선고 93다58295 결;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결; 1996. 3. 

12. 선고 95다40775 결; 2000. 2. 25. 선고 99다54332 결;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결; 2002.  12. 24. 선고 2001두6111 결 등 다수.

16) 법원이 헌결정의 소 효의 범 를 일반사건에까지 확장한 것에 해서는, 

오히려 법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비 도 있다(이상훈, 게논문,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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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컨  결정이 있는 날의 

의미를 ‘결정일 0시’로 본다면,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법원의 재 도 재 소원의 

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헌결정의 효력이 ‘결정이 있는 때’

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면 헌결정과의 시간  선후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  재 소원의 상 격성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

로부터’의 해석론, 즉 헌결정의 효력17)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검토한 다

음, 이를 제로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가능 여부와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헌법소원 상성 여부를 각론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법 제47조 제2항의 ‘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의 해석론

  1. 논의의 범

  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의 해석에 해

서는 다음 3가지 정도의 견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일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결

정일 0시설)이고, 둘째는 실제로 헌결정이 선고된 때로부터 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실제 선고시설)이며, 셋째는 헌결정이 보에 게

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보 게재일설)이다.

   견해들  보게재일설은 법 제36조 제5항에서 “종국결정은 보에 

17) 헌결정의 효력으로는 일반 재 에도 인정되는 형식  확정력, 실질  확정력

과 헌결정에 특유하게 인정되는 기속력, 법규  효력 등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이 에서 말하는 헌결정의 효력은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처

분의 효력과 재 소원의 상 격성은 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

라 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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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헌법재 소의 결정을 보에 게재하는 것은 헌결

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법정공시 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러한 견해는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18) 

  따라서 아래에서는 결정일 0시설과 실제 결정시설의 논거만을 검토한 다

음 개인 인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결정일 0시설

  헌결정의 효력은 실제 결정시부터가 아니라 ‘결정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거

론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법 제47조 제2항의 문리해석

     ( 1 )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

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일 0시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헌결정의 선고로 소극 인 공포의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헌결정

된 법률은 헌결정이 있은 날 폐지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법령 등 

공포에 한 법률’ 제12조19) 를 유추 용하여 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결정

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20) 이러한 법 제47

18) 헌결정의 보게재가 단순한 공시 차에 불과하다는 에 해서는 학계에서

도 이견이 없는 듯하다{정종섭, ‘헌법소송법(제4 )’, 143쪽; 허 , ‘헌법소송법론

(제2 )’, 165쪽 등}.

19) 법령 등 공포에 한 법률 제12조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 는 공고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보 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20) 황우려, ‘ 헌결정의 효력’, 사법논집 제21집, 제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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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의 문리해석을 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2 )  법원도 “구 국회의원선거법21) 제27조 제6항22) 소정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을 공고한 그날로부터’, 즉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  0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이와 같이 

……일로부터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  시로부터 시

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일, 주, 월 는 연으로 정

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57조 본

문의 규정은 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시하 고23), “헌법재 소

가 1989. 5. 24.자로 헌으로 결정한 ‘ 융기 의 연체 출 에 한 특별

조치법 제5조의 2’는 헌결정일인 1989. 5. 24.부터 효력을 상실하 다.”라

고 시한 바도 있다.24)

    나. 입법과정에서 추단되는 입법자의 의도25)

  헌법재 소법 제정과정에서 헌결정의 효력과 련하여 아래와 같은 2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1안은 이한동 의원 외 97인 안(민주정의당안, 1988. 7. 4. 제안)으로서 

법 제47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제2안은 김 호 의원 외 165인 안(야

3당안, 1988. 7. 18. 제안)으로, 그 내용은 “제49조(심 의 효과) ① 헌법재

소가 헌이라고 단한 법률 는 법률조항은 ‘ 결의 선고가 있는 때

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한 조항은 소 하여 그 효력

21)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된 것.

22)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단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

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 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23) 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결.

24) 법원 1990. 3. 2. 자 89그26결정(이 사안은 원심이 헌결정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되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헌결정일과 같은 날인 

1989.  5. 24.자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에 한 특별항고사건이다).

25) 이 부분은 ‘헌법재 소법 제정 약사’, 헌법재 소(2006), 54-55쪽을 주로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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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한다. ② 헌법재 소의 결은 헌법재 소가 헌이라고 단한 법

률 는 법률조항에 근거를 둔 확정력 있는 민사․가사․행정 기타의 재

에 하여는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 의 집행은 정지된다. 

(③항 생략)”는 것이었다.

  특히 제2안(야3당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헌법률의 효력상실시기를 ‘

결이 선고된 때’로 정하고, 헌 결이 선고된 법률은 ‘장래에 하여 효력

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법제사법 원회

는  2개의 법안의 장 을 채택, 통합하여 법제사법 원회 안을 제안하

고, 결국 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시기에 하여 행 법 제47조 제2

항과 같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로 규정되게 된 것이다.26)

  이와 같은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률의 효

력상실시기에 하여 ‘ 결이 선고된 때’가 아니라 ‘결정이 있는 날’을 의도

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 입법자의 선택

  헌법재 소에 의하여 헌으로 선고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

시로 소 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

가 법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27) 

  그런데 우리의 입법자는 법 제47조 제2항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

는 법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여 원칙 으로 장래효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 인 헌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에 해서는 실제 헌결정 시 이나 

헌결정일 이  는 이후의 시 이 아니라 ‘ 헌결정이 있는 날’을 선택

하 고, 이는 어도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법률 계에 해서는 

26) 제143회 법제사법 원회회의록 제5호, 24쪽.

27) 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례집 5-1, 227,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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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결정과의 선후 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 으로 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범 에서는 법  안정성 보다 개별  사건에 있어

서 정의의 요청 내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시하려는 정당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라. 헌결정의 기속력의 강화 필요성

  일반소송법상 실질  확정력(기 력)은 확정 결이 내려진 시 에서 제

시된 종국 인 법  단이 소송당사자들과 법원에 해 실질 인 규범으

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나 법원이 기존의 단내용과 모순, 

되는 주장과 단을 행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의미하며, 궁극 으로 법

 평화와 법  안정성의 추구를 목 으로 한다.28) 일반재 에 하여는 

이와 같이 확정력에 따른 구속력의 용범 를 소송당사자와 구체 으로 

결정된 당해사안에 국한시키는 것이 차참여자 간의 법  평화를 확보하

고 결정의 권 를 유지하기에 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의 결정의 경우에는 주  권리보호를 해 구체 인 

법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명한 기능 이외에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에 한 침해를 방지하고 그 객  존속을 유지해야 할 과제도 아울

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 의 헌결정에 일반재 이 갖는 통상 인 

확정력보다 구속력의 주  범 를 확 하여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은 헌법재 이 지닌 이와 같은 객  목 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데 이론이 없다.29) 그리고 헌법재 소는 자신의 결정

을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재 소의 존속기반은 결정의 기속

력에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헌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재 소의 생명이라

고도 할 수 있다.30)

28) 김지형, ‘헌법재 소결정의 기 력 - 특히 독일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 헌법

논총 3집, 288-289쪽.

29) 최희수, ‘법률의 헌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2001. 

12.), 88-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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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실 하고, 헌법이 헌법재 소에게 부여한 

헌법률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도 기속력이 헌결정일 0시부

터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할 당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실제 선고시설

  다음으로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을 ‘실제 헌결정의 선고

가 있는 때’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논거로는 아래

와 같은 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헌법재 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

     ( 1 )  헌법재 의 법  성격에 해서는 다른 재 과 같은 사법작용이

라고 보는 견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작용이라고 보는 견해, 정치  사법

작용이라고 보는 견해, 헌법해석을 통한 소극 인 입법작용이라고 이해하

는 견해, 입법, 행정, 사법작용 등 모든 공권력 작용을 통제 상으로 하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31)  그러나 헌법재 이 정

치  지도  형성의 기능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헌법재 소는 구체 인 법  분쟁이 있을 경우에 재 청구를 통해 비로소 

개입할 수 있을 뿐이고 결코 헌법재 소가 주도 으로 재 을 개시할 수 

없다는 , 각종의 심 청구의 유형과 차에 구속된다는 , 헌법재 소의 

조직(독립성의 확보, 법 자격의 요구 등)과 재 차 등이 법원과 유사하

고, 헌법재 의 기본기능이 통제  기능의 행사에 국한된다는  등에 비

추어 헌법재 이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32)고 하는 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듯 하다.

30) 한수웅,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여부’, 헌법논총 제10집, 337쪽.

31) 헌법재 의 특성과 법  성격에 한 논의의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허 , 

게서, 15-21쪽.

32) 최희수, 게 학 논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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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이와 같이 헌법재 이 사법작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헌법

재 소의 종국결정33)(법 제36조 제1항)도 본질 으로 결과 같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결이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이상,34) 헌법재 소

의 종국결정의 하나인 헌결정의 효력도 선고 의 시 , 즉 결정일 0시

부터가 아니라 실제 선고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나. 헌법재 소의 종국결정의 효력과 소송법상 일반원리

     ( 1 )  헌법재 도 국가의 재 작용인 이상 그 선고에 의하여 외부 으

로 재 의 존재가 명백해지고 이를 아무 게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

다. 만일 헌법재 이 함부로 바 거나 무시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생활

과 공동체는 매우 불안정한 헌법질서 속에 놓이게 되어35)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인 법  안정성이 훼손될 험성이 크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종국결

정은 결정 내용의 헌법 합성의 요구와 법  안정성의 요구를 히 조

화시키는 선에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 헌법재 소의 종국결

정은 일반 재 에도 인정되는 자기기속력(자기구속력, 불가변력)과 실질  

확정력(기 력)은 물론, 특히 헌결정에 인정되는 특유한 효력으로서 기속

력과 법규  효력을 갖는다.36)

     ( 2 )  재 에 한 신뢰와 법  안정성에 근거를 두는 자기기속력은37) 

33) 종국결정은 재 부에 계속되고 있는 심 사건을 완결하는 종국  단을 말하

고, 그 유형은 심 차에 따라 각하결정, 합헌결정, 헌결정, 변형결정, 기각결

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권한과 의무의 확인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

유한 종국결정의 형태로는 ‘심 차의 종료선언’이 있다.

34) 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 소의 심 차에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 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

소송에 한 법령의 규정을 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05조 - 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35) 정종섭, 게서, 147쪽.

36) 허 , 게서, 166쪽.

37) 헌재 1989. 7. 24. 89헌마141, 례집 1, 155-156 ; “헌법재 소가 이미 행한 결정

에 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

 안정성을 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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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가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 결정을 선고하면 그것으로 재 은 확

정되고, 헌법재 소는 당해 차에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

으며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재 소의 종국결정의 

자기기속력(불가변력, 자기구속력)은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에 해서는 구도 더 이상 통상

의 소송 차를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형식  확정력(불가쟁력)

이라 한다.38) 그리고 헌법재 소의 결정은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  확정

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하여 특별한 이론이 없다.39)

  한편 헌법재 소의 종국결정은 결정 이후 당사자 사이의 계를 규율하

는 규 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후에 같은 사항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

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해서 종국결정을 다툴 수 없고, 헌법재 소도 이와 

모순․ 되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종국결정이 당사자  후

소를 내용 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기 력이라고 하며, 형식  확정력에 

하여 실질  확정력이라고 한다. 기 력은 종국결정의 존 을 제도 으로 

확보하고 강제하기 한 수단이고, 헌법재 사건의 종국 ․강제  해결이

라는 헌법소송제도의 목  달성에 불가결한 것으로서 형식  확정력을 갖

는 종국결정에 주어지는 효력이다.40) 그리고 실질  확정력은 형식  확정

력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형식  확정력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한

다.41)

     ( 3 )  그 다면 헌법재 의 특성과 그 실효성의 확보수단으로서 인정되

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기속력도 일반 소송법의 원리에 따라 헌결

정의 형식  확정력을 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결정의 기속

력의 특징이 확정력의 주  범 의 확장에 있다면, 그 효력발생 시기도 

38) 헌재 1990. 5. 21. 90헌마78 ; “헌법소원의 심 에 한 결정은 형식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39) 최희수, 게 학 논문, 47쪽.

40) 허 , 게서, 168쪽.

41) 최희수, 게 학 논문,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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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의 시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42), 헌결정이 외부로 공표되기 

에는 기속력의 구속을 받는 법원 기타 국가기 으로서는 헌결정의 취지

에 따라 행 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결정 선고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계와 

법  상태를 기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정 선고 , 컨  결정일 0

시를 기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43)

  따라서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

고 결의 효력발생에 한 소송법상 일반 원리에 따라 ‘실제 결정시’에 발

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법  안정성의 확보 필요성

  만일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를 ‘결정일 0시부터’로 해

석한다면, 이는 헌결정의 효력을 실제 헌결정시 부터 결정일 0시까지 

일률 으로 소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결정의 소 효의 인정근거와 범 에 해

서는 각국의 입법례나 학설  례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

한 헌결정 에 확정된 법률 계( 결이 확정되어 기 력이 발생한 경우, 

42) 만일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를 ‘결정일 0시부터’로 해석한다

면, 실제 선고시에 발생하는 형식  확정력도 ‘결정일 0시’로 소 된다고 하거나, 

형식  확정력도 발생하기 에 기속력만이 발생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43) 헌법재 소도 “어떠한 법률조항에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 으로 개정 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 용 여부와 소 용의 범 는 원칙 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

지나 헌심 에서의 구체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 여부가 쟁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인 사건에 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 효가 미친다. ”라고 시함으로써(헌재 2007. 1. 17. 2005헌

바41, 공보 제124호, 132)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치는 시  기 이 ‘결정 당시’

임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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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칠 수 

없다는 에는 이견이 없다.

  헌결정의 소 효가 인정되는 범 를 확 하는 것이 헌법의 규범력을 

최 한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해서 바람직한 경우가 많을 것

이지만, ‘법  안정성의 확보’ 내지 ‘신뢰보호’ 역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헌법  요청이므로 헌결정 에 법률 계

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법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헌결정의 소 효

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4) 

  따라서 법  안정성의 확보라는 헌법  요청의 실 이라는 측면에서 보

더라도,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실제 결정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개인  의견(원칙  결정일 0시설)

    가. 실제 선고시설이, 헌법재 의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과 소송법상

의 일반 원리에 가장 충실하고, 법  안정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장 이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시설은 무엇보다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라는 문리해석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하게 된다는 에

서 결정 인 약 이 있다. 한 실제 선고시설에 따르면 헌법재 소의 

헌결정시 과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시 의 시간  

선후 계를 따져서 그 효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밝히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고, 시간  선후 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 도 가능할 것이다.

44) 법원도 헌결정의 소 효의 범 와 련하여, “(소 효가) 미치는 범 가 무

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헌으로 결정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을 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 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이며, 법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 헌결정의 소 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바라 할 것”이라고 시하 다( 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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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서 개인 으로는 헌결정의 효력은 원칙 으로 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 로 ‘결정이 있는 날 0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 일은 헌법이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충돌되는 헌법  가치를 조정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기속력은 헌법재 의 고유한 특성에 기

하여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실질  확정력에 더하여 첩 으로 인정되는 

헌결정의 특유한 효력이므로,45) 반드시 그 발생시기를 법원의 결과 같

이 일반 소송법상의 원리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 이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 법  안정성 보다 헌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우선시하여, 헌법률의 효력상실 시기를 ‘실제 헌결

정시’가 아니라 ‘ 헌결정이 있는 날’로 정한 입법자의 선택은 정당한 것으

로서 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인하여 법  안정성이 훼손될 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안정성 역시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철과 국

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요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법  안정성의 확보를 하여 헌결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헌결정

일이 아닌 다른 시 , 컨  헌결정일 다음날로 정한다면, 헌결정시  

이후에 성립된 법률 계에 해서도 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

가 생기게 됨으로써 헌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을 구제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법  안정성의 요청이 기본권 구제 내지 정의의 요청보다 

하게 우선하는 경우와 같이 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45) 실질  확정력과 기속력을 첩 계로 악하여, 헌법재 소의 결정에는 실질  

확정력 이외에도 특수한 효력인 기속력이 첩 으로 부여된다는 것은 독일 연

방헌법재 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학설의 지배 인 입장이라고 한다(최희수, 

게 학 논문,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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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당사자의 보호 내지 정의와 형평의 요구에 비하여 법  안정성의 

요청이 훨씬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개인 으로는 최소한 헌결정일에 헌결정시  

보다는 앞서 확정된 ‘법원의 재 ’에 해서는 행정처분과 달리 헌결정의 

효력이 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 에 해서는 후술한다).

Ⅲ. 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가능 여부46)

  1. 헌결정 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

    가. 논의의 범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한 문제는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치는 것을 제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

정이 있는 경우 헌결정 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하자 있는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

인지 여부에 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헌결정 에 이루어진 행정처

분이 무효라고 본다면 당사자로서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납부된 원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행정처분에 한 집행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행 의 무효와 취소원인의 구별기 에 해서는, 학설상 설, 

 명백설, 조사 의무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구체  가치형량설 등이 립

되고 있으나,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사후의 헌법률심사에 의하여 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그 사유가 당연무

46) 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 을 납부하거나, 는 과

세처분 없이 헌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세 을 신고, 납부한 사람이 사후 으로 

근거법률의 헌결정을 이유로 납부한 세 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종

합 으로 정리검토한 최근의 로는, 박성규, ‘세법의 헌결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7.  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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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에 한 법원과 헌법재 소의 입장만을 간단

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원의 입장

     ( 1 ) 법원은 1995. 7. 11. 선고 94 4615 원합의체 결47) 에서, “하

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요한 

부분을 반한 한 것으로서 객 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 , 의미, 

기능 등을 목 론 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하여도 합리 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라고 시한 이래 그 후의 다수의 

결48)에 있어서도 ‘  명백설’의 입장에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단하고 있다.

     ( 2 )  한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련하여 법원은 

1994. 10. 28. 선고 92 9463 결에서,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 소가 그 법률을 헌으로 결정하 다면 결과 으로 

47) 이 결에는 “  명백설에 있어서의 명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

분명한 까닭에 명백성의 요건은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분하는 기 으로서 충

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성의 요건을 그 문언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는 하자 자체의 성격상 그 존재가 외 상 명백하다

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무리 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크

게 침해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를 무효사유로 볼 수 없게 되는 결과 법한 행정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합리 으로 필요한 범 를 넘

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래한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를 단

하는 기 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

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 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처분 상

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

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소수의견( 법  2인)이 있었다.

48) 법원 1996.  11. 12. 선고 96 1221 결; 1998. 4. 10. 선고 96다52359 결; 

2000.  9. 5.  선고 99두9889 결;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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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

기 하여는 그 하자가 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

으로 법률이 헌법에 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 소의 헌결정이 있기 

에도 객 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와 같은 

행정처분에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이 상당하다.”라고 시하 고, 그 후 다수의 

례49)가 같은 취지로 시하고 있다.

     ( 3 )  따라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에 

한 구별은 ‘  명백설’에 의한다는 것과,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사후에 

헌으로 결정된 사정은 원칙 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례로 보인다.

    다. 헌법재 소의 입장

     ( 1 )  헌법재 소의 기 선례 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사후에 

헌으로 결정된 경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됨을 제로 한 것도 있

고,50) 행정처분이 원칙 으로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하여 구

제가 필요한 경우에 하여서는 외를 인정하는 것도 있다.51)

49) 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결; 1998.  4.  10. 선고 96다52359 결; 

2000.  6. 9.  선고 95다39137 결; 2001. 3.  23. 선고 98두5583 결 등.

50) 이는 구 변호사법 제15조에 기하여 내려진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로서 담당법원에서  규정에 한 헌제청결정을 한 

데 하여  규정이 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이 당연무효가 됨을 제

로  규정의 헌을 선고한 사안이다(헌재 1990. 11.  11. 90헌가48, 례집 2, 

393-404).

51) 헌재 1994. 6. 30. 92헌바23, 례집 6-1, 592-593, 605-606;  선례에서는 “ 례

나 통설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하고 

명백한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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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그러나 법원이  94 4615 원합의체 결 이후 행정처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 에 하여  명백설을 채택한 이후에는 헌법재

소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 소는  원합의체 결 이후 최근까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 소가 그 법률을 헌으로 결정하

다면 결과 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

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해서는 그 하자가 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

는 바, 일반 으로 법률이 헌법에 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 소의 헌결

정이 있기 에는 객 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며,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

한 행정처분에는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라고 시함으로써52),  명백설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를 구별한 다음,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

범이 상 법 규범에 반되어 무효인가 하는 은 그것이 헌법재 소 는 법

원에 의하여 유권 으로 확정되기 에는 어느 구에게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 으로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인 경우, 특히 그 처

분이 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 달성을 하여서는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행

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하여서는 그 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

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라고 시하 다.

    한편  선례 등을 근거로 헌법재 소가 원칙 으로  명백설에 의거하지만 

권리구제의 필요가 있는 외 인 경우에는 설에 입각하여 무효 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김유환, ‘ 헌법률에 근

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례이론의  명백설 이해에 한 비 과 안’, 행

정 례연구Ⅴ, 68-69쪽). 

52) 헌재 2001.  2. 22. 99헌마605, 례집 13-1, 356 이하; 2002. 5. 30. 2001헌바65등, 

례집 14-1, 508 이하; 2003. 11. 27. 2002헌바103, 례집 15-2, 258 이하; 2004. 

1.  29.  2002헌바73, 례집 16-1, 102 이하; 2006. 11. 30. 2005헌바55, 례집 

18-2, 479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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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의 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 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재 의 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라. 소 결

  법원과 헌법재 소가 헌결정 에 이루어진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의 효력에 한 단기 으로서의  명백설을 취하고 있는 것에 

하여는 , 명백의 뜻이 포착하기 어려워 이를 행정행 의 무효와 취소

를 구별하는 근본 인 단기 으로 삼기 어렵다는 과 개인의 권리구제

를 어렵게 한다는 비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은 후 헌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무효사유로 볼 경

우 래될 법  불안정성의 험도 지 않으므로, 추상 으로는 구체  

상황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함으로써 침해되는 법  안정성과 

제3자의 신뢰보호의 정도는 비교  고, 그에 비하여 그 행정처분을 유지

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명백성의 요구를 

완화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  안

정성의 확보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헌결정일과 같은 날 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

정처분의 효력

    가. 일반론

  만일 행정처분이 헌결정일과 같은 날 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

여 이루어졌다면, 그 행정처분은 헌결정시 과의 선후에 계없이 헌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헌결정의 효력은 원칙 으로 결정일 0시부터 발생하므로, 헌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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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발령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헌결정일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헌결정 후 취소 내지 경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지만, 그 행정처분이 취소 내지 경정되지 아니한 채 쟁

송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하

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납부한 원이 있다면 그 반환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의 근거법률까지 헌결정된 

경우

     ( 1 )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후 집행이 이루어지기 에, 행정처

분의 근거법률은 물론 그 집행에 한 근거법률이 모두 헌결정된 경우라

면 선행 행정처분의 집행의 근거 자체가 없으므로 선행 행정처분에 기한 

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53) 

53) 이는 헌법재 소가 ‘택지소유상한에 한 법률’(이하 ‘택상법’이라 한다) 체를 

헌으로 결정(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례집 11-1, 289-398)함에 따라, 

택상법에 근거하여 부담  부과처분이 행해진 후 그 부과처분에 해 다투지도 

않고 부담 도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들에 하여 국세징수법의 공과  징수

에 한 조항을 유추 용하여 체납처분 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

었다.

    이에 하여 집행허용설도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택상법 소정의 택지 과소

유부담 (이하 ‘택 부담 ’이라 한다)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

무 반에 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부담으로서  법의 목 을 실 하기 

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 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 부담 을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 폐지 에는 그 제30조

에 근거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 부담 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나, 1999. 4. 29. 택상법 부에 한 헌결정으로 

 제30조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 부담 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헌

결정 이 에 이미 택 부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

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



憲法論叢 第18輯(2007)

226

  한 집행처분의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일과 같은 날에 집행이 이루

어졌다면, 선행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나 집행처분 종료시 과 헌결정시

의 선후 계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집행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행처분의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의 효력발생 시기도 ‘결정일 

0시부터’이기 때문이다.

     ( 2 )  법원도 택상법에 의한 부담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은 택상

법에 한 헌결정 에 이루어졌으나, 물납허가처분을 한 등기 탁행

는 택상법에 한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 등

기 탁과 등기이 의 효력에 하여, “헌법재 소는 1999. 4. 29.자로 택상

법이 헌법에 반된다는 결정을 하 는바, 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택상법은 1999. 4. 29.부

터 효력을 상실하 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택상법에 한 헌결정 이

에 부담  등에 한 수납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안정성의 측

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 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헌법

률의 용상태를 그 로 방치하거나 헌법률의 종국 인 실 을 한 국

경매 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시하 고( 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결), “ 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

납처분 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만일 그와 같은 차를 진행하 다면 그로 인

한 공매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하고도 명백

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고 시함으로써( 법원 2002. 11. 22. 선

고 2002다46102 결), 헌결정 이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집행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결정된 경우에는 후속 집행 차의 개시 는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 법원은 “택상법에 한 헌결정 이 에 부담 에 한 수납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 로 유지시

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헌법률의 용상태를 그 로 방치하거나 헌법률의 종국

인 집행을 한 국가의 추가 인 행 를 용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헌법

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획득하기 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

나 민사소송 등 제소행 는 헌결정의 기속력에 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 상당하다. ”라고 시하 다( 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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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추가 인 행 를 용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담  

물납의 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에 한 소유권이 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그 물납의 이행이 완결된다고 할 것이니, 결국  법률의 헌결정 

이후에는 부담 의 물납을 한 소유권이 등기 탁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시함으로써54) 이러한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55)  

  3.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거법률이 헌결정된 경우 집행가

능 여부

    가. 문제의 소재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거법률이 헌결정된 사정을 원칙 으로 취소사유

로 본다면,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근거법률에 한 헌결정 후

에도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나. 법성의 승계이론에 따라 집행을 허용한다는 견해

     ( 1 )  행정처분의 하자의 승계에 한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두 개 이

54) 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58123 결.

55)  례에 해서는, ‘물납허가처분의 이행을 한 등기 탁행 가 일반 사인이 

하는 등기신청과 실질 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이 등기가 경료되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는 결국 헌법률의 종국 인 집행을 한 국가의 추가 인 행 에 속하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결정 이 에 이 사건 부담 부과처분이나 

물납허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헌결정이 있은 후부터는 물납허가처분의 이

행을 한 후속 등기 탁 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헌결정이 

있은 날을 포함하여 그 후에 물납허가처분의 이행을 한 후속 등기 탁 차를 

진행하 다면 그 등기 탁행 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 등기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해설이 있다(배호근, ‘구 택지소유상한에 한 법률에 한 헌결정이 선고된 

날 이루어진 물납의 이행을 한 소유권이 등기 탁  그 등기이 의 효력’, 

법원 례해설 55호, 146-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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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행정처분이 연속 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56)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

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

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 으로 하는 때57)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하

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부존재 포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

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

     ( 2 )  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일단 취소소송의 제소기

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확정력’이라는 법

리에 따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처분의 집행을 허용할 것

인지 여부는 헌결정의 기속력과는 무 하게 법성(하자)의 승계이론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8)  견해는 법성의 승계에 한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 따라 행정처분의 하자의 문제는 개개의 행정처분마

다 독립 으로 단되어야 한다는 제 아래, 행정상 법률 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구로 인하여 원칙 으로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선

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  효과 내지 법률효과를 완

성하는 것일 때에는 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어 선행처분이 법하면 후행

처분도 법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행정처분 후에 근거법률

에 한 헌결정이 있더라도 후행처분에 법성이 승계되지 않는 이상 그 

행정처분의 집행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3 )  법원은 아직 행정처분의 근거법률만 헌으로 결정되고 집행에 

56) 컨  집행과 계고 등의 차 는 집행 장에 의한 통지, 집행 실행, 비

용 징수의 각 행  사이, 조세체납처분과 독  등의 차 는 압류, 매각, 충당

의 각 행  사이, 건설교통부장 의 사업인정과 토지수용 원회의 재결 사이 등.

57) 컨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건물철거명령과 집행행 , 직 해제처분과 면직

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승인처분 등.

58) 윤진수, 게논문, 704-7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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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법률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기한 집행이 가능한

지에 하여는 명시 으로 시한 바는 없는 듯하다.59)

  그러나 법원도 ‘선행처분인 과세처분 자체에 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인 체납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시60)한 이래 같은 취지의 결을 여

러 차례 선고함으로써,61)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여부에 

하여 종래의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법원 1994. 1. 25. 선고 93 8542 결62)에서는 “두 개 이상의 행

정처분이 연속 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

59) 다만 하 심 결 에는 구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헌결정 이 에 발하여

진 과세처분이 헌결정을 후하여 형식 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

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고(인천지방법원 2003. 10.  10. 선

고 2003나2611 결 -  결은 상고되지 않아서 2003. 11. 20. 확정되었다), 그 

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정한 공법상 부의무의 실 이 헌법에 반된다는 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직·간 으로 당해 부의무의 실 을 한 행정벌 내지 행정강제 등의 차를 

속행하는 것이 헌법 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하는, 동일한 공법상 부의무의 

형성에 한 실체 인 부과처분 등이 헌결정 이 에 발하여졌으며 나아가 

헌결정 후에 그 형식 인 확정력 내지 불가쟁력이 발생하 는지 하는 사정만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성질의, 그 합헌 인 존속력 내지 집행력의 한계 등에 

한 문제인바, 사인(私人)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실 을 하여 당해 

법률에 한 헌결정 이후 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기 한 제소행 가 

허용되지 않음에 반하여, 합헌 인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확정되는 공법

인인 국가의 경우 헌결정을 후하여 단지 구 토지 과이득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의 것)에 기한 과세처분이 형식 으로 확정되었다

는 이유만으로 헌법률의 용상태를 그 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종국 인 

집행을 한 자력집행력까지 허용한다면, 그와 같은 해석 아래 헌결정의 기속

력과 배치되는 자력집행력을 허용하는 국세징수법은 법률의 목 과 내용이 기본

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에 배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토지 과이득세법에 한 

헌결정 이후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

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60) 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결.

61) 같은 취지의 결로는 법원 1977. 7.  12. 선고 76 51 결; 1988. 6. 28. 선고 

87 1009 결; 1987. 9. 22. 선고 87 383 결 등이 있다.

62)  결에서는 양도 당시의 기 시가로 삼은 개별공시지가가 법하게 결정되었

다는 을 이유로 이를 기 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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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

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

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선행처분의 하자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 으

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

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

자에게 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시함으로써 종래의 통설보다는 하자의 승계범 를 확 하

여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 1 )  먼  법 제47조 제2항의 연 과 헌법상의 원리 등에 비추어 집행

배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법 제정과정에서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 독일 연방헌법

재 소법 제79조 제2항63)과 동일한 규정을 두어 확정된 재 이나 행정처분 

등은 무효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배제되며 무효인 법률에 기한 집행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

결에 하여만 재심을 허용하는 안까지 작성되었으나, 외  열거의 

어려움과 조심스러움 때문에 와 같은 내용을 포 하는 개념으로서 종래 

63) 독일 연방헌법재 소법 제79조 제2항 제2문에서는 ‘무효로 선언된 규범에 근거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결정에 의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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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원회법 등에서 계속 사용하여 오던 표 을 그 로 사용하여 

행법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확정된 재

이나 처분은 헌결정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아니하되, 그에 기한 집행

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64)

     ( 2 )  다음으로 법 제47조 제1, 2항,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10조 후단을 근거로 집행배제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견해에 의하면, 헌결정시  이 에 형성된 법률 계와 련해서는 

과거의 상태를 그 로 유지시켜  수밖에 없지만, 헌결정시  이후에는 

더 이상 헌법률의 용상태를 그 로 방치해서는 안되므로, 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률에 기

한 선행처분에 바탕을 두어 후행처분이 행해질 경우 그 후행처분이 선행처

분과 법  효과의 동일성을 지향하는 여부와는 무 하게 그 후행처분을 통

해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한, 그 모든 법  효과는 부인되어야 한다고 한

다.65)

  한  견해에서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결정시  

이후에 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법 제47조 제2항의 헌결정된 법률의 결정

일로부터의 효력상실의 의미도 결정일 이후에는 더 이상 헌법률이 법률

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논거로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한다.66)

    라. 소 결

  헌법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여 

64) 이강국, ‘ 헌법률의 효력’, 행정 례연구Ⅱ, 342-344쪽.

65) 남복 , ‘ 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집행력 허용 여부에 한 검토’, 헌법실무연구 

1권, 434, 446쪽.

66) 남복 , 게 헌법재 연구 논문, 280-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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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이 아닌 헌법재 소에 부여하 고, 법은 헌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법원 등 국가기 이 기속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결정의 기속력에 있어서 기속의 

의미는 헌결정 취지의 수의무의 부과라고 할 것이고, 결정 취지의 

수라 함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헌법

률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 계를 형성해서는 안됨은 물론이고, 이미 형성

된 법률 계의 소극 인 부인의무도 포함되며,  구체 인 집행도 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67). 한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는 헌법의 우 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철시키기 하여 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부여된 기속력의 발생시기를 의미하며, 행정처분과 

련하여서는 그 무효 여부를 단하는 기 시 이자 선행 행정처분의 하자

의 승계를 단 시키는 시 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은 행정처분의 상 방이 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쟁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는 형식  존속력을 의미할 뿐이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라고 하여 실체법 으로 합헌 인 처분으로 환

되는 것도 아니며, 행정청으로 하여  새로운 행 를 할 수 있게 하는 

극 인 법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헌결정일 에 원래의 행정처분에 기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

는 법치주의의  다른 요청인 ‘법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그 집행행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결정일 이후에는 그 행정처분에 

기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헌결정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행해진 집

행행 는 헌결정시 과의 시간  선후 계와 무 하게 헌결정의 기속

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8) 즉 헌결

정일에 이루어진 집행행 는 그 하자가 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고, 

67) 남복 , 게 헌법실무연구 논문, 448-449쪽.

68) 헌결정의 기속력을 이유로 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집행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박성규, 게 학 논문, 162-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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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그 집행행 가 당연무효를 제로 하여 부당이득반

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

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69) 

Ⅳ.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헌법소

원 상성

  1. 재 소원의 외  허용요건과 논의의 범

    가. 재 소원의 외  허용요건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

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 으로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헌성 문제는 재까지도 격렬한 논쟁의 상이 되고 있고, 

이는 체로 ① 재 소원을 정하는 견해(법 제68조 제1항의 헌론),70) 

69) 정종섭, 게서, 292쪽.

70)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로서, 그 논거는 략 아래와 같다.

  ①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주목표로 하므로 법원의 재 에 한 헌

법소원을 부정할 경우, 보충성의 원칙과 련하여 헌법소원의 상이 극히 제

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법

이 없다.

  ② 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구제 차

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 청구를 허용하는 한편 법원의 재 을 헌법

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시킨다면,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사법권

에 한 방어수단으로 창안된 헌법소원제도의 유래와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체계정당성 원리(헌법과 하  법률, 법률 상호간, 

그리고 법률과 법률 이하의 규범간에 모순 없는 체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③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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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 소원을 부정하는 견해(법 제68조 제1항의 합헌론),71) ③ 충설(우

리의 사법 실과 기본권 보장을 한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을 비교형량하여 

부분 으로 법원의 재 을 포함시키자는 입장)72)로 분류할 수 있다.73) 

  그런데 헌법재 소는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 례집 9-2, 

842-871)에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 ’에 헌법재 소가 헌

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 도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반된다.”는 

취지의 한정 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재 도 일정한 경우에는 헌

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 소의  선례에 의하면, 재 소원은 법원이 ① 헌법재 소의 

권(헌법소원심  청구권)을 합리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기능

 권력분립에도 반하는 것이다.

71)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재 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하고, 이는 독일의 특수

한 역사  경험(나치 치하의 사법질서에 한 반성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재 소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재 소원을 인정할 경우 헌법재 의 몰이해와 소송만능주의로 인한 남소 상

으로 헌법재 소의 기능이 마비되고 헌법재 소의 부담이 극도로 증 될 험

이 있다.

  ③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귀속되는데 재 소원을 

인정한다면 헌법재 소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법원 에 

제4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제101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72) 충설에는, ① 순수한 사법작용인 민사․형사재 을 제외하고 행정재 만을 

상으로 하자는 견해, ② 법원이 사법 차상의 기본권을 직  침해하거나 헌제

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한하여 상에 포함시키자는 견해, ③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으로 삼는 것은 헌이지만, 결과 으로 헌인 법률을 그 로 

용한 결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하여 법원이 헌제청신

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 ④ 

사법부의 결과 헌법소원은 병렬 으로 인정하여 사법 차가 진행된 사건은 헌

법소원으로 제기할 수 없고, 헌법소원으로 제기된 사건은 사법 차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73) 재 소원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와 같은 견해의 립과 그 논거에 해서는 

주로 이부하,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 - 헌법상원리에 의한 검토를 심으

로’, 법조 573호(2004), 101-109쪽을 참조하 고,  에서 인용된 논문 등의 재

인용표시는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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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② ‘ 용’하여, ③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외 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논의의 범

     ( 1 )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련하여 재 소원의 상 격성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먼  재 소원을 인정할 경우 여러 심 으로 이루어진 

법원의 재 들  어느 재 이 재 소원의 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최종

심의 종국 결에 해서만 재 소원의 상 격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결에 해서도 상 격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외 으로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는 법원의 재 은 확정

된 최종심 의 종국 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해석  법원의 재 에 

한 통제에 있어 헌법재 소 결정의 최종성을 담보할 수 있고, 헌법소원

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충실할 수 있으며, ‘재 소원’을 원칙 으로 지하

고 있는 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2 )  그런데 헌법재 소는 이미 ‘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은 형식과 종류를 불문한 법원의 모든 재 행 를 말한다’고 

시하 고74), 최종심 의 종국 결 이외의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

74) 헌법재 소는 “우리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

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 소에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

의 재 ’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  단의 

표시인 종국 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  법률 단 는 의사의 표 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

을 종국 으로 해결하기 한 종국 결 외에 본안  소송 결  간 결이 모

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 차의 생 ․부수 인 사항에 한 공권  

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으로 보고 있다”라고 시한 바 있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례집 4, 922-929), 그 외에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재 장의 변론지휘권의 행사, 미결구 일수의 본형 산입에 한 법원의 

결, 법원의 재산 계명시명령에 한 이의신청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재항

고기각결정, 법원의 경락허가결정  항고장 각하결정,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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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보충성의 요건의 흠결로 각하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75) , 

 문제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 에서는 헌결정일

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헌법소원 상 격에 해서만 검토하기

로 한다.

  2.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상소가 허용되는 결의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의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지만, 법원 결과 헌법재 소의 종국결정과 같이 불복 차를 인

정하지 않는 재 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헌법재 소의 헌결정

이 있는 날 그 헌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이를 용한 법원 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재 장의 소장각하명령, 재 장의 소송지휘 는 재 진행 등도 이러한 재 에 

해당한다고 시한 바 있다.

75) 다만 법원의 기환송 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청구를 제기하 다가 

기환송된 부분이 하 심에 계속되던  취하간주된 사안(헌재 1999. 9. 16. 98

헌마265, 공보 38호, 793 이하)에서 다수의견은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

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 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심 청구 당시에는 그 취소의 상이 존재하 다고 하더라도 헌법재 소의 결정 

당시 그 취소의 상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게 되어 부 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 결  기환송 부분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한 후 그 부분 사건이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계

속  취하간주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 청구는 부 법하다.”고 시하 으나, 이 모 재 은 반 의견에서, “헌법

소원의 상이 되는 법원의 재 은 법률상의 쟁송을 종국 으로 심 한 확정

결만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법원의 환송 결로 원심법원

에 계속 인 사건 부분을 헌법재 소가 심 상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는 없어, 이 사건 심 청구  원심법원에 환송된 사건 부분은 부 법하다.”고 

함으로써, 외 인 재 소원의 상이 되는 ‘재 ’을 ‘확정된 종국 결’로 한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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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법원 결이 헌법재 소의 헌결정보다 뒤에 선고된 것이 명백

하다면, 그 법원 결의 재 소원 상성을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헌결

정일과 같은 날 선고되었지만 헌결정 보다 앞서 선고되거나 동시에 선고

된 법원 결도 재 소원의 상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76)

    나. 헌결정 보다 앞서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 여부

     ( 1 ) 정설

  앞서 본 ‘결정일 0시설’에 따라 헌결정의 효력은 ‘결정일 0시부터’ 발생

하므로 헌결정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도 행정처분 등과 같이 

헌결정과의 시간  선후와 계없이 재 소원의 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다.

  법원은 1차 으로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한

다는 에서 잠재  기본권 침해자인 집행부나 입법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입법자가 법 제47조 제2항을 통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헌결

정의 기속력을 철하고, 법  안정성 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할 

의도로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일 0시’로 정한 이상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도 외 인 재 소원의 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령에 한 헌결정의 효력은 같은 날 행해진 법원의 

76) 헌결정과 법원 결의 시간  선후 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문제될 수 

있으나, 각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변론조서는 변론방식에 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방

법이므로(민사소송법 제158조 본문), 조서에 변론방식에 한 기재가 없으면 다

른 증거로써 그 법함을 입증할 수 없어 결국 부 법하게 되는 반면, 조서에 

변론방식에 한 규정을 수한 것으로  있으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부

법함을 입증하는 것이 지되고, 특히 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자와 결 선고

조서에 기재된 선고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 선고조서 기재의 선고일자에 

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며( 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70 결),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심 차에 민사소송법이 용되므로, 헌법재 소

의 결정 선고조서에도 와 같은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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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며, 헌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조 이라도 이기 해서는 재 소원의 범 를 넓히는 것이 불

가피하므로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법원의 재 은 모두 헌법소원

의 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77)

     ( 2 ) 부정설

  앞서 본 ‘실제 결정시설’, 즉 헌결정의 효력은 실제 헌결정 시 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되었으나 헌결정 

보다 앞서 선고되어 확정된 법원 결은 헌법률을 용한 법원의 재

이라고 볼 수 없고, 한 헌결정 에 확정된 이상 헌결정의 소 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 소원 상 격을 부정할 것이

다.

     ( 3 ) 소 결

  집행부는 집행행 를 통하여 국민과 가장 빈번하게 하고 법규의 집

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가장 많고, 의 사회  법치

국가의 법률이  사회형성의 도구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입법자가 

입법을 통한 공익실 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증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행부와 입법부가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낳는 잠재

 침해자인 반면, 사법부는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그의 주

된 기능으로 한다는 ,78) 즉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의 잠재 인 기본권 침

해자로서의 기능과 사법작용의 기본권의 보호자로서의 기능의 차이가 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심 의 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

당화하는 본질 인 요소이다.79)

  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철하는 일차 인 주체로서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법원의 결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는 심 제도에 따라 법원의 최종 인 심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으며, 

77) 허 , 게서, 365쪽.

78) 한수웅, 게논문, 311-312쪽.

7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3,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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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최고법원성은 헌법 제101조 제2항80)에 규정되어 있다. 

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여부가 재 의 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최종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  규범통제 차에서의 법

률에 한 헌심사권과 집행부의 행  형식인 명령․규칙․처분에 한 

헌심사권을 서로 분리하여 헌법재 소와 법원에 각각 귀속시키고 있는 

바, 이는 헌법의 수호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 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 소와 법원의 공동과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81)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과 법원의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기능, 

법원의 최고 법원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결에 한 재 소원은 극

히 외 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헌결정 보다 앞서 선고됨으로써 

확정력을 갖게 된 법원 결을 헌법률을 ‘ 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

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법원 결은 원칙 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종

국 인 재 이라는 에서 행정처분과 달리 권리구제의 필요성 보다는 법

 안정성의 요청이 훨씬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한 재 소원의 상 격성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 헌결정과 동시에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 여부

  다음으로 헌결정과 법원 결이 동시에 선고되어 그 시간  선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그 법원 결을 재 소원의 상으로 인정할 수 있

는가도 문제될 수 있다.82)  

80)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법원과 각 법원으로 구성된다”

81)  96헌마172등 결정, 례집 9-2, 842, 854.

82) 이는 실제로 2005헌마1198 자동차운 면허취소처분 취소, 2005헌마1231 재 취

소 등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사건의 내용은, 헌법재 소가 2005.  11. 24.  ‘자

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 를 한 때’ 운 면허를 당연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결정(2004헌가28)을 하 는데, 법원이  헌결정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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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정설8 3 )

  외 으로 재 소원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에서 부여한 헌법재 소의 

헌심사권의 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에 있고, 따라서 헌결

정 보다 앞서 선고되어 확정된 법원 결에 해서는 법  안정성의 요

청 등에 따라 재 소원의 상 격을 부인할 수 있지만 헌결정과 동시에 

선고된 법원 결은 최소한 헌결정 에 확정된 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우선하여, 재 소원의 상성

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2 ) 부정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 소원이 외 으로 허용되려면 법원이 헌법률

을 ‘ 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

고,  요건  하나인 ‘ 용(適用)’의 사  의미는 ‘어떠한 데에 맞추어

서 쓰는 것’으로서 기본 으로 용 상의 ‘인식’을 제로 하는 개념이므

로, 법원의 재 이 헌법률을 ‘ 용’한 것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법원이 헌

법재 소의 헌결정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법원에 의하여 헌법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률의 용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 결이 헌결정과 동시에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헌결정의 내용을 인식할 가능성이나, 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헌법률의 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 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헌결정과 동시에 선고된 법원 결에 한 재 소원은 그 

외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상 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같은 날 헌결정과 동시에  조항이 합헌임을 제로 청구인의 운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한 상고기각 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이  법원 결  

원처분(2003. 11. 23.자 자동차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고,  사건

은 청구인의 심 청구취하(2007. 6.  26. 자  2007. 7. 18.자)로 별도의 종료선언 

없이 종결되었다. 

83) 물론 헌결정의 효력이 ‘결정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헌결

정과 동시에 선고된 법원 결의 재 소원 상 격을 당연히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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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3 ) 소 결

  헌법재 소의 헌결정과 법원 결이 동시에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법원 결을 재 소원의 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이론의 문

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가치인 ‘구체  정의(기본권보호)’와 ‘법  안정

성’  어느 쪽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헌법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

된다.

  헌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헌결정

과 법원 결이 동시에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침해된 기

본권의 구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

지만, 헌결정의 기속력의 존부와 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의 

용을 배제할 가능성조차도 없는 경우까지 일률 으로 최종 인 법원 

결에 한 재 소원을 인정함으로써 훼손되는 ‘법  안정성’도 큰 문제이

다. 

  따라서 헌법재 소의 헌결정과 동시에 선고된 법원 결을 재 소원

의 상으로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이 제107조와 

제111조를 통하여 헌법재 소와 법원에 재 할을 배분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재 소원을 원칙 으로 지하고 있는 , 그리고 당

사자의 권리구제를 한 ‘구체  정의’의 요청과 재 의 취소로 손상되는 

‘법  안정성’의 요청 등을 합리 , 합목 으로 고려하여 개별 으로 결

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을 맺으며

  이상에서 헌법재 소의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련하여, 법 제47조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의 해석론과 이를 기 로 실무상 문제되었

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헌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그 집행력에 한 문제와 헌결정일과 같은 날 선고된 법원 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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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상성 여부에 하여 살펴보고 나름 로의 견해를 피력하 다.

  이 이 앞으로 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헌결정일과 같은 날 이루

어진 행정처분의 효력과 재 소원의 상 격성 등을 논의하는데 조 이나

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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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 헌법재 의 정당성 부인론

  1. 헌법재 소는 국민의 의기 이 행한 결정의 헌법  타당성을 심사

한다. 때로는 통령탄핵과 행정수도이 과 같은 민감한 정치  사안에 

하여 헌 여부를 심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와 통령이라는 의기

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직  임한 권력을 행사

하는 국민의 표자라는 에서, 이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결정을 헌법재

소가 번복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리와 모순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주의의 에서 볼 때, 국회나 통령이 국민의 직  임

(delegation)을 받아 정치  책임(accountability)1)을 져야 하는 표자인 

반면, 헌법재 소 재 들은 단지 간  임을 받은 국가기 으로서 국

민들에게 아무런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데, 왜 그 기 들의 결정을 번복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재 소의 사법심사는 기본 으로 민

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에서 연방 법원의 사법심사권의 정당성  범 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개되어 왔다(소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2) 

표  논자는 Alexander Bickel(1924-1974)이었다. 그는 1962년의 요한 

서3)에서 다음과 같이 사법심사의 반민주성에 하여 말했다:

1) 의기 의 ‘정치  책임’은 국민의 수임자(agent)로서 임자인 국민들이 보낸 

신임(trust)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정치  의무와, 그러한 신임을 거슬 을 때(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통제가능성을 의미한다. Kaare Strom, “Del egation 

and Ac countability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2000. 2. 16.-19.  University 

of Houston에서 개최된 세미나(‘Re-thinking Democracy  in the New 

Millennium’)의 발표문(http://www. uh.edu/democracy/stromp.pdf.) 7-9쪽 참조.

2) 이에 한 문헌의 하나로, Garvey/Aleinikoff/Farber편,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A Reader, 5  (West, 2004), Ch. Ⅲ(Judicial  Review)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이하 이 책을 ‘MCT’로 약칭함. 

3)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1986 재 , 은 1962). 이 책에서 그는 ‘counter-majoritarian 

d ifficulty’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 다. 그는 가장 덜 험한 미국 정부의 기 이 

지 까지 세계에서 알려진 것  가장 비정상 으로 강력한 법원이라고 하면서 

사법자제론을 옹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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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인 어려움은 사법심사가 우리의 시스템에서 다수결에 반하는 힘

(counter-majoritarian force)이라는 것이다. 이 회피할 수 없는 실을 극

복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국민이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의 기 들

에 하여 규정한 한계를, “국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집행한다고 선언

하 을 때 Marshall이 그러했다. 그 뒤로 많은 주석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하 다. Marshall 자신은, 연방주의자 논설(the Federalist) 제78호에

서 사법심사가 입법권에 한 사법권의 우월을 뜻한다는 것을 부인한 - 다

른 말로 하면 사법심사는 선출된 다수를 표되지 않은 소수에 의하여 통

제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부인한 - Hamilton을 따랐다. Hamilton은 “그

것은 단지 양 기 보다 국민의 권력이 더 우 에 있다는 것을 제한다. 

입법을 통하여 선언된 입법부의 의지가 헌법에서 선언된 국민의 의지에 반

될 경우, 법 들은 자보다는 후자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썼

다. 그러나 그 게 사용된 ‘국민’(the people)이란 단어는 하나의 추상  개

념이다. 결코 의미가 없거나 해롭거나 항상 감정에 휩싸인 것은 아니지만 

비 표 인(unrepresentative), 즉 연방 법원이 입법부의 법률이나 선출된 

행정부의 행 를 헌이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지  이곳의 실제 국민의 

표자들의 의지를 방해한다는 실을 모호하게 하는, 추상  개념인 것이

다. 연방 법원은 존하는 다수를 변하여 통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항하여 행한다. 놀랍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것은 아주 동 떨어진 별개의 사항이며, 그것이 바로 사법심사가 반민주

(undemocratic)이라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이유이다.』4)

  설립 후 20년이 되는 한국 헌법재 소의 경우에도 탄핵심 과 행정수도 

사건을 거치면서 그러한 쟁 이 부각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와 헌법재 의 

계, 헌법재 의 한계가 빈번히 논의되기 시작하 으며, ‘제왕  헌법재

소’라는 표 도 등장하 다.

  2. 민주주의의 에서 제기되는 그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와 헌법재

4) Al exander Bickel, 같은 책, 16-7쪽(MCT 2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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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 그리고 헌법재 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헌

법재 의 모델을 모색하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논의 에

는 헌법재 소의 사법심사 자체가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

고, 헌법재  제도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를 들

어,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헌법재 소의 탄핵결정과 행정수도결정이, 

前 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립의무와 련하여 통령의 정치  

리더십을 무시하고 통령을 좁은 의미의 공무원 역할로 한정시킴으로써, 

後 는 입법부의 결정이 여야합의로 이루어지고 정책결정의 차  정당성

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이를 무효화시킨 에서, “민주주의의 규범

과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본다.5) 특히 後 와 련하여, “이는 

민주주의의 차  정당성에 한 부정이며 제일의 민의 표기구가 내린 

다수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입법부에 한 사법부의 우 를 입증하는 사

례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6) 

   그는 “헌법이 정부 정책과 의회 다수의 결정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헌재에 부여했고, 헌재가 이를 사용했다.”는 에서 

‘제왕  사법부’를 우려하며,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권리를 권리 의 권리

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차 ․내용  제한으로 구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인민 스스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혹

은 인민의 표가 해야 할 것을 법원이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

치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제왕 이라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아가 그는 “ 재 한국헌법의 내용 가운데서 민주

주의 발 을 해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 에

5) 최장집,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이 은 Robert Dahl (박상훈/박수

형 역),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7-69쪽에 한국어  서문으로 수

록되었다. 60-1쪽 참조.

6) 같은 책 61쪽. 나아가 “민주주의를 인민주권, 정책과 법의 결정과정에 한 인민

의 참여, 다수지배를 그 심원리와 규범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

의의 제일의 가치와 규범을 무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의 민주  통

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 문가와 엘리트들의 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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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개 은 극히 요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민주주의

의 규범  가치와 병립하는 사법부의 역할 정립은 한국 정치개 의 최  

이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짓는다. 

  최장집 교수의 이러한 논술은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지만, 그 주된 논지는 국민의 표자가 차  정당성을 거쳐 채

택한 정책결정을 헌재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범에 

부합되지 않으며, 추후 ‘정치개 ’(여기서는 헌법재 의 폐지 내지 할축소

에 한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견해는 헌법재 과 민주주의에 한 정당성 논의의 한 쪽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법심사에 한 부정론’에 가깝다. 비록 사법심사의 정

당성에 해서는 다른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최 교수의 논지는 정치학자나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은 오늘날 타당한 민주주의 개념과, 인권의 요성, 

헌법재 의 본질론의 에서 비 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 에서 

이 을 쓰게 된 배경이 되었다.

Ⅱ. 민주주의의 2가지 유형

  1. 서론

  헌법재 은 민주주의를 제약하는가? 이 질문에 한 답변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의 이며 오늘날에는 마치 정당성의 동의어로 인식될 정도로 포

성을 지닌다.7) 그러나 헌법재 과 민주주의의 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어

떤 민주주의인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7) 張永洙,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제1호 (1993. 9.),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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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교수는 자신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민  측면의 동력을 강조

하는 ‘민  민주주의’ 내지 ‘인민주의  민주주의(populistic democracy)’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8) 이러한 개념틀은 미국의 Dahl 교수의 두 가지 이

념형(ideal type)에 따른 민주주의론, 즉 ‘인민주의  민주주의’와 ‘매디슨  

민주주의’9)에 기 한 것으로서 그  자를 채택한 것이다. 

  그 다면 우선 이 에서는 그러한 이념형 논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

게 어느 모델이 더 실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 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민주주의를 ‘입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이해하

여야 하는지를 논하기로 한다.  그러한 에서 헌법재 이 지니는 기

능과 역할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헌법재 과 민주주의

의 올바른 계가 드러나고, 헌법재 의 한계가 어떻게 근되어야 할 것

인지 우리는 근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2. 인민주의  민주주의론

     가. 인민주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은 인민주권과 정치  평등을 

달성하기 해서는 시민(유권자 는 입법자)들 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10)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은 그 기원을 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

된 것에 두고 있다. 즉 민주주의(democracy)를 인민 스스로 통치하는 것

으로 제하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 원리와 정신은 랑스 명의 이념  

기 로서 근  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으로 구 되기도 했는데, 루소의 ‘일

8) 이 두 개념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 에서는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인민’과 ‘국민’을 구분시켜보는 경향이 있으나 Dahl은 ‘popul istic 

d emoc racy’라고만 하고 있고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9) 이는 통 인 민주주의 개념과 구분되는, 헌법에 채택된 바의 민주주의 즉 ‘입헌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10) R.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1956, 김용호 역, 민주주의이론서설 

- 미국 민주주의의 원리 - (법문사, 1990), 59쪽. 한편 ‘인민’과 ‘국민’의 계가 문

제되나, Dahl은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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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지’는 이 공화주의 이론을 가장 추상 으로 집약한 것으로 인민 주권, 

평등한 정치참여, 다수에 의한 지배를 그 이념의 실천  요소로 포 한

다.11)

  인민주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많은 인구와 복잡한 생활 계에서 의

제 민주주의를 포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민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하

는 견해는 오늘날에도 그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즉 민 의 참여라는 민

 동력의 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이든 로마 공화정 

혹은 의 의제 민주주의에서든 민  동력을 결여하는 경우 체제 속

으로 엘리트의 기득이익이 쉽게 침투  확 ,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기반

이 약화되면서 이내 그 다이나믹스를 상실하게 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라

고 한다.12) 

  이러한 민  동력의 강조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한 게임규칙과 

제도화의 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는 민주주의의 제도  

틀 안으로 폭넓은 사회  요구와 힘이 투입되고 참여하는 것을 더 비  있

게 고려한다.13)   

    나. 한편 Dahl 교수는 인민주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결 을 가지

고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정치  평등’을 추구하지만 인민주의  민주

주의가 변형된 형태인 ‘다두제 민주주의론’(polyarchal democracy)을 지지

한다. 

  그는 인민주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選好의 强度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고 한다. 경제학  용어상의 ‘효용’에 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다수가 y보다 x를 약간 선호하고, 소수는 x보다 

y를 강력히 선호하는 경우라도 인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이 정부

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요한 정치  목 이 소극 인 다수

11) 최장집, 의 , 16쪽.

12) 같은 , 17쪽.

13) 같은 , 18쪽. 제도와 게임규칙은 사회  기반 에서 기능한다는 에서 민주

주의가 민  요소의 투입과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헌법재

251

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게 되는 문제 을 드러내는 것이다.14)  인민민주

 민주주의는 정치  평등과 인민주권만을 최 화하려고 하여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론은 우리가 정치  

평등을 하여 얼마나 많은 , 사생활, 합의, 안정, 수입, 발 , 지  등

과 같은 목 을 희생할 수 있는지 해답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불완 하다

고 한다.15) 

  나아가 인민주의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한다고 해도 다수결 

원칙에 한 기술 , 윤리 , 경험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지 된다. 

특히 다수결 원칙은 ‘한 집단이 같은 숫자에 가깝게 양분될수록  더 

타당성이 어든다’고 본다.16) 그 경우 한 집단 내의 매우 은 사람들에게 

캐스  보트가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다수의사가 반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

에 불과하게 되어 인민주의  민주주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을 보완하여 Dahl은 ‘다두제 민주주의론’을 주창한다. 여기서 

그는 실정치가 얼마나 민주 인 것을 측정하는 8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서, 이러한 조건들이 제 로 달성되기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한 사회

교육과 같은 ‘사회  조건’을 강조한다.17) 이 조건들이 만족되는 수 에 따

라 그러한 다두제가 구 된다고 본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디슨이 고안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제

로 운 되는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 구성원들이 다두제 규

범에 해 높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18)

14) Dahl,  민주주의 이론서설, 63쪽.

15) 같은 책 66쪽.

16) 같은 책, 55쪽.

17) 같은 책, 제3장(다두제 민주주의 이론) 참조. 그의 8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투표로서 의사결정을 한다. ② 투표의 가치는 동일하다.  ③ 다수결의 원칙을 

용한다. ④ 안제시의 자유가 있다.  ⑤ 정보를 공유한다. ⑥ 투표의 결과를 승

복한다. ⑦ 투표의 결과를 집행한다. ⑧ 비선거기간에는 선거기간의 결정에 따르

거나, 새 결정은 의 7가지 조건에 따라 행해진다.  

18) 같은 책, 166쪽(역자 해설 부분).



憲法論叢 第18輯(2007)

252

  3. 입헌민주주의론

    가. 오늘날 한 국가와 사회의 요한 이념과 가치체계는 헌법에 규정

되고 헌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헌법은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한 국가

의 목 과 지향 , 그리고 그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고 발 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이념체계를 국민들이 정한 것이다. 그런 에서 오늘날 우

리가 민주주의를 논할 때는 헌법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민주주의를 규

정하고 있는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19) 설사 논자가 헌법이 규정한 방식 

외의 민주주의를 주창하더라도, 실정 헌법의 민주주의의 문제 을 지 하

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에서 매디슨  민주주의 모델은 

헌법에 기 를 둔 것이란 이유에서 설성이 있다.

    나.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는 헌법이 받아들인 규범

 의미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그 모태는 미국헌법상의 민주주의이고, 이는 

매디슨이 주로 입안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매디슨

 민주주의(Madisonian democracy)라고 불린다. 입헌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권력분립에 따라 국가기 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의 최고 우 성에 따라, 의회의 권한보다 헌법을 더 우

에 두는 것이며, 이는 의회가 결정한 법률도 헌법에 종속되어야 함을 뜻

한다.20) 

  매디슨은 연방헌법 제정시 독재와 권력남용을 막고, 다수에 의한 제정

치를 방하며, 벌이 시민의 권리를 괴하거나 공동체의 체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고자 하 다.21) 이를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19) 이는 ‘자유’와 ‘평등’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와 평등을 논할 때는 ‘헌법상

의 자유’와 ‘헌법상의 평등’ 개념이 논해져야 하며, 이는 사회에서 일반 으로 사

용되는 자유와 평등 개념과 비될 것이다.

20) Wikipedia 인터넷사  참조. 이 에서 의회가 종국 으로 입법의 최고권한을 

지니게 되는 국식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와 비된다고 한

다.

21) 같은 책,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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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잡한 ‘견제와 균형’ 장치들을 채택하 다. 이는 그 자체로 인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독특한 형태의 새

로운 민주주의 모델이다. 

  미국 연방헌법 제정 당시 경제 , 정치  향력을 가진 국민들이 당

으로 다수를 형성해 연방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고려가 많았고, 

여기서 ‘다수에 의한 제정치’란 입법부의 제정치 가능성을 뜻하 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설에서 “국민은 입법부의 야심에 해 경계심을 가

져야 한다.”라고 경고하 다.22) 

  입법부의 제를 경계하려는 미국헌법의 시도는 우선 상․하원으로 구분

된 구성과 그 선거제도에서 발견된다.23) 한편 통령을 선출하는 데에 있

어서도 직 민주주의방식이 아니라(승자독식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 투표

제도를 두었다.24) 나아가 권리장 을 마련하여 헌법상의 인권에 해서는 

입법부가 함부로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 다. 이는 인민주의  의민

주주의에 기반한 의회가 그 결정에 있어서 사항상의 한계를 지닌다는 헌법

 의지를 보여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한 헌 

소송이 제기된다면 연방법원이 헌 여부를 심 하게 되는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를 헌법이 용인함으로써, 의회가 정당하게 통과시키고 

통령이 인 한 법률에 해서도 사법부가 헌법에 반된다는 심 을 할 권

한을 주게 되었다. 

22) The Fed eralist, No. 48. 이러한 발상은 식민지시  국의회  미국의 주의회

의 권한남용사례에 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발상은 토크빌

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의 제가능성에 한 

우려에서도 엿볼 수 있다.

23) 를 들어, 입법부를 양원으로 구성하여 분리하고, 국민의 표성이 강한 하원의

원은 2년의 짧은 임기를 지니며, 반면 지역 표성을 지닌 상원은 6년의 임기를 

지닌다. 미국 역사를 보면 많은 하원의 개헌안이 상원의 부동의로 부결되었다. 

이는 최 다수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뜻하는 인민주의  민주주의론이 미국

헌법에 의하여 거부되고 있는 표의 불평등 사례이다.  Dahl ,  미국헌법과 민

주주의, 131-9쪽 참조.  

24) 이로서 투표의 결과가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통령에 당선되는 가 발생

한다. 같은 책 168-9쪽. 2000년도 선을 포함하여 모두 4번에 걸쳐 그러한 결

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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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헌법상 통제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는 인민주의  민주주의의 틀

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헌법에 의하여 변형된 민주주의, 즉 하나의 ‘입헌

민주주의’라고 불려질 수 있다. 

    다. Dahl 교수는 미국의 매디슨  민주주의를 비 하면서, 상원에서의 

국민 표성, 통령선거 제도의 문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등을 지 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지 까지의 발 은 헌법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민주  의식의 성장 내지 민주주의를 한 사회  조건

의 성숙에 기인하 다고 한다. 한편 미국 헌정질서에서 연방 법원의 사법

심사에 한 그의 비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진다고 해서 선출직 리들에

게만 법률과 정책의 결정 권한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에게 볼 수도 없

다. 이러한 딜 마로 인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 나는 

법률과 행정조치가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검토하는 법원의 역할이 민주국

가에서 요한 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례로 연방제하에서 주 당국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한 권한을 넘어설 경우 법원은 이를 결해야 할 

것이다. 한 법원은 민주 인 정치체제의 존립에 필요한 기본권, 즉 표

, 집회, 투표, 결사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연방 법률과 행정 명

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법원의 결이 이와 같은 민주  기본권의 역 내에 있을 때, 그들의 

활동과 상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범한, 민주  기본권의 문제 역을 넘어설수록, 그들의 권한은 

 의심스러워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선출되지 않은 입

법부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을 해석한다는, 혹은 심지어 헌법 입안자들의 

모호하고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입법 의도를 악한다는 명목하에서, 

법원은 선출된 리들이 맡아야 할 요한 법률과 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하

고 있는 것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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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심사에 한 이러한 은 그도 언 하듯이 John Hart Ely의 사법

심사 자제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26) 이러한 자제론은 최장집 교수의 사법

심사에 한 견해에 향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Dahl 교수보다도 최 

교수가 사법심사에 더 부정 이다. 

  Dahl 교수는 “이상 인 의미에서든 실 인 의미에서든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필연 으로 권리, 자유, 기회의 체제일 수밖에 없다.”27)라고 하

고,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발  양상이 토크빌의 상과는 정반 ”로, “민

주제도가 한 나라에 깊이 뿌리내릴수록 기본 인 정치  권리와 자유, 기

회 한 그 나라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목도해 왔다.”28)라고 

한다. 설사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인권의 발 에 

미국의 헌법과 사법심사제도가 미친 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Dahl 교수의 의견 역시 기본 으로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에 과연 

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는 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수호는 그 나라의 헌정체제에 달려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정치계, 법조계, 문화계 엘리트들과 이들에 

의해 표되고 시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문화에 달려 있다.”라

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 헌법이 인권존 을 강조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한 ‘신념과 문화’에도 요

한 기여를 하 을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법심사에 부정 인 견해에 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Dahl 교

수의 은 제도로서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 로 고려하지 않고, 몇 가

25) Dahl, 같은 책, 245-6쪽.

26) John H 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Cambridge: H arvard University Press, 1980).  Ely는 연방헌법이 실체  내용의 

많은 부분을 모호하게 규정하 고 그러한 내용은 정치  과정(political process)

을 통하여 형성하도록 임되어 있다고 본 뒤, 그런 정치  과정이 왜곡되거나 

다수가 명백히 차별  의도로서 소수자를 불리하게 한 경우, 법원이 심 자

(referee)로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87-8쪽 참조.  

27) 같은 책, 229쪽. 

28) 같은 책 227쪽. 주지하듯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에 의한 지배가 

지니는 잠재  험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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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헌법상의 흠결을 지 하면서, 제도 바깥의 시민의 민주의식과 역동성으

로 바로 근해 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라는 제도  틀을 도외시하고는 악할 수 없고, 이 에서 입헌주

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말해지던 인민주의  민주주의론은 시  실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Ⅲ. 자유민주주의하에서 헌법재 의 정당성

  1. 입헌민주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

  

    가. 정치사 으로 보면 매디슨의 민주주의론은 ‘평등’을 강조한 인민

주의  민주주의를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의 측면에서 제한 내지 조화시

키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  자유주의(liberalism)는 기본 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하

여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와 국가권력의 제한을, 인민주의  민주주

의는 국민의 국가권력에 한 평등한 참정권을 각각 제하 다. 자유주의

는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liberal democratic state)를 탄

생시켰으며,29) 이것이 오늘날의 입헌민주주의로 발 하 던 것이다.

  역사 으로 양자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자유주

의와 민주주의는 자가 유산자와 지식층을 상으로 하며 제한선거를 옹

호하 던 반면, 후자는 일반 을 상으로 하며 보통선거를 주장하 던 

것이다.30)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공동목표로서 군주제도의 종식을 

29) 李鍾殷, 민주주의와 명 - 자유민주주의와 계 민주주의 ( 화출 사, 1990), 

130-1쪽.

30) Benjamin Constant는 1818년 ‘모든 사람들이 직  결정 과정에 집단 으로 참여

하는 곳에서의 개인이란 체의 권  아래에 복속되게 마련이어서 사생활의 주

체로서의 개인  자유는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한바 있다. Norbert Bobbio, 

Liberalism and Democracy (London: Verso, 1990),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

주의 (문학과지성사, 1992),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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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쟁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31) 다만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32)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오늘날 많은 나라의 헌법 에 자리잡

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에 이론이 없다.33) 

그 기본  사고방식은 다수에 의한, 다수를 한 평등주의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자유를 하나의 주요한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가치선택을 보여

다.34)  이는 평등한 개인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치  의사결정 제도를 

31) Leibholz는 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다

른 정치  근본가치를 지향해 왔으며, 역사는 잠재  수들이 술상의 제 이

유에서 공동의 수에 해서는 기 한 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하여 

허다한 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동맹들은 때로는 공동의 수에게서 권력을 박

탈하기에 성공할 때까지는 잠재 으로 존재한 갈등을 은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정치와 자유주의는 군주정치에 한 그들의 투쟁을 충분한 이유로

써 공동으로 수행하 던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이 운동의 출발 에 존재하 던 

敵 가 그것으로써 원히 지양되었다는 것을 아직은 의미하지 않는다.” 

Gerhard Leibhol z,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1958), 주수만 

역, 민주정치론 (서문당, 1977), 233쪽.

32) 이 에 하여 Carl Schmit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민주주의가 실이 됨

에 따라 그것은 많은 주인에게 시 들고 결코 내용상으로 - 의로운 목 을 갖

지 않는다는 것이 밝 졌다. 처음에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나 자유와 결부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며, 그들은 동일한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사회민주주

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동했다. 나폴 옹 3세의 성공이나 스

스의 국민투표결과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역시 보수 인 것으로

도 반동 인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  견해도 모두 민주주의

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란 아무런 정치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

히 조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도

움을 빌어 달성하려고 바라고 있는 무엇인가 다른 정치  내용을 도외시하면 민

주주의는 그 자체가 단순한 형식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문

의되어야 할 것이다.” C. Schmitt,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 es heutigen 

Parlamentarismus (1923. 1967에 4  발행), 박남규 역, 의회주의의 정신 

(탐구당, 1987), 52-3쪽 참조. 그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자유주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우려하면서 토론과 공개성, 그리고 권력분립  균형이라는 

의회주의의 본질  원리를 지키려고 하 다. 

33) “우리 국민들의 정치  결단인 자유민주  기본질서  시장경제원리에 한 깊

은 신념과 엄한 원칙은 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 되게 우리 

헌법을 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 이 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등, 례집 13-2, 383, 402) 한편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 이념도 반

된 것이나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측면을 강조해서 다루기로 한다.

34) 헌법재 소의 다음과 같은 시도 이와 유사하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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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유와 인권을 효과 으로 추구하려는 정치질서를 의도한다.35) 

Bobbio는 자유권을 심으로 양자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국가가, 그 선언 인 원리의 차원에서는 그 지 

않았지만, 비민주주의 인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비록 오늘날에는 비민주

주의 인 자유주의 국가라든가 비자유주의 인 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해볼 

수조차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요컨 , 우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 ⅰ)민주주의 인 차

는 자유주의 국가의 기 가 되는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해서 필수

이다 ; ⅱ)민주주의 인 차가 작동하기 해서는 그 같은 기본권들이 

보장되어야만 한다.”36)

  한편 차  측면에서도 민주주의가 제 로 작동하기 해서는 투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출 ․결사․집회의 자유가 구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유는 민주주의의 작동조건이며 민주주의의 발

은 자유를 더 증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실에서 다수의 이름을 빌린 특수 

계층의 이익 철을 막고, 어떻게 효율 으로 정치에 무 심한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자유가 특정인들에게 편 되지 않고 자유를 한 

물질 ․정신  조건들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지 여부이다.

    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질서의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

는 범 내에서 이루어 지는 내재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재 소

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질서들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 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한 것은 이

러한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례집 제13권 

2집, 383, 401-402).

35) 이와 련하여 ‘민주주의가 方法이라면 자유주의는 目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Routlege, 1960, 1990), 148쪽 

참조.

36) Norberto Bobbio ,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문학과 지성사, 1992),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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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한 권력의 견제장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지만 이러한 시스

템은 민주주의가 제 로 작동되기 한 법 차와 차  규칙이 수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장치의 기본 골격이 헌법에 규정된다. 따라서 오늘

날 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를 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민들이 입헌민주주

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 헌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를 논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그 다고 민주주의론이 헌법이 상정한 것

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헌법보다 오래된 

것이고 헌법을 만든 모태에 해당한다. 헌법은 국민의 민주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정 헌법과 무 하게 민주주의의 본질

은 계속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법이 상정한 민주주의에서 

논의가 출발하게 될 것이다. 

  2. 인권의 보장장치로서 헌법재

    가. 인권의 요성

  오랜 인류의 법 역사에서 2차 세계  후 가장 발 된 분야는 헌법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UN헌장

에서 각인되어 있고, 인권은 정치 , 시민  자유로부터 사회 , 경제 , 문

화  자유, 그리고 이들을 구 하기 한 방법  기 로서 평등원칙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개되고 있다.

  역사 으로 보면, 국민주권에 따라 민주 으로 제정된 헌법에 굳이 인권

보장 규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된 이 없지 않으나,37)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37) 미국 연방헌법 제정 시 연방주의자들은 국민들과 국민들이 만든 정부는 하나이

며 따라서 마그나 카르타나 권리장 에서와 같이 군주로부터 시민들이 자신을 

지키기 하여 필요하 던 인권보장규정은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필요없다고 주

장하 다. 그러나 반연방주의자들은 비록 국민들이 만든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

에 의한 권한남용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인권보장규정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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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을 필수  내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때 그때의 다수

국민의 의사결정이 소수를 억압할 수 있는 것에 한 보장장치가 되는 것

이다. 헌법은 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의기 의 권한남용에 

하여 다양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두고 있다. 의회의 다수의사가 공동체

의 근본 인 가치, 즉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 다. 이 

에서 헌법상 인권규정의 존재는 의회 입법권에 한 제한을 의미한다.38)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입헌주의는 국민의 최 한의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

이 아니라 억압을 최소화하는(not a utility-maximizing, but a 

tyranny-minimizing) 헌법을 선택한 것이다.39) 

  그리하여 헌법에서 인권은 국민의 표자들이 만든 법률보다 더 상 의 

지 를 갖게 되었다.40) 이제 의회의 입법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재의 국민들이 

민주  의사결정 방식만 충족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민들이 설정해 놓은 인권규정과 헌법에 구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이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기  역시 그 존재의의가 인권의 

보호라는 것을 뜻한다.41)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이는 ‘모든 개인의 인격

 평등을 제하며, 그들에게 최 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질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통하여 인간의 존 을 구체화시키는 질서, 자유와 평등

에 기 한 국민의 자기지배의 정치질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2) 그러

므로 인권(기본권) 보장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목 과 지침이 되며 한편 민

주주의는 인권의 보장을 한 제를 형성한다.43) 민주주의를 한 다수결

야 한다고 주장하 고, 이 주장이 채택되어 수정헌법으로 권리장 이 마련되었

다. 같은 논문, MCT, 231쪽.

38) Rebecca Brown, “Accountability, Liberty, and the Constitution”, 98 Colum.  L. 

Rev.  531, (1998), MCT, 227, 233쪽

39) 같은 논문, 233쪽.

40) 독일 기본법의 표 을 빌리면, 기본권은 직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행

정, 사법을 모두 기속한다.

41) Brown, 의 논문, MCT, 236쪽.  

42) 장 수, 의 논문,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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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역시 국민 개개인의 평등한 자유 내지 자결권을 최 한 보장하고 그

럼으로써 국민의 자기지배가 보다 많이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44)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만큼 정당하여지며 권

를 갖게 되는 것이다.45)  

    나. 헌법을 제정한 국민 v. 재의 국민

  인민주의  민주주의에 따르면 주권을 지닌 재의 국민은 어떤 결정이

던 다수결원칙에 따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의 국민은 헌

법을 제정하 던 과거의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고 있다. 이 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의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거부할만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 헌법규정에 왜 재의 국민들이 구속되어야 하는지, 

과거의 국민들이 미래의 국민들의 이익을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 다면 그 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한 답을 법이라는 당 규범의 본질과 효력으로서 설명할 수

도 있겠지만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법 

이 에 민주주의의 본질에 한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미래의 세 는 과거의 세

가 쌓아놓은 습과 문화와 기술을 따르며 생존한다. 물론 각 세 는 스스

로의 단에 따라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를 효율 으로 운

하기 한 기본질서 내지 안 장치를 헌법이라는 최고 법규범에 담아 놓

았다면, 그 국민들의 후세 인 재의 국민들은 기본 으로 이를 존 하여

야 할 것이다. 만일 모든 세 들이 자신들에게 용될 헌법 내용을 항상 

43) 같은 논문, 145쪽.

44) 같은 논문, 109쪽.

45) 이종은,  민주주의와 명,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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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심각한 혼란을 래할 것이다.46) 人治主義가 

아닌 法治主義에 더 높은 사회  가치를 둔다면, 헌법이 지녀야 할 법  

안정성을 존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세  국민들은 필요할 경우 헌법을 

개정하거나, 비상시에는 새로이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항

권).

  한 요한 은 한 세 의 국민들은 앞 세  국민들과 한 나라의 ‘국

민’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의 국민들이 입헌민

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것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투쟁의 결과이며, 그들

뿐만 아니라 후세 를 하여 지속 으로 타당할 질서를 헌법에 약정

(commitment)해 놓은 것이다. 후 세  국민들은 스스로 그 헌법을 개정하

기 까지는, 선조들의 그러한 약정을 존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헌법이 항상  세  국민들의 의지를 반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47) 

    다. 앞 세 가 정한 인권의 수호기 으로서 헌법재

  헌법상 인권은 미래의 세 들에게도 용될 지속 인 가치를 과거의 세

들이 헌법  차원으로 고양해 놓은 것이라면, 개정되기 까지는 마땅히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인권이 헌법 이나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규범력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human right)이 하나의 권리(right)

라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訴權(actio)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써 인

권은 제 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헌법재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일차

으로 인권 침해에 한 그러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인권을 수호하

는 헌법재 은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을 만든 선조 국민

46) 헌법이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에 따라서 매번 개정될 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법

, 사회  혼란이 래될 것은 자명하다.

47) 同旨, Jed Rubenfeld , “Of Constitutional Sel f-government”, 71 Fordham L. 

Rev.  1749 (2003), MCT, 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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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추구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에서 헌법재 이  세 의 국민들의 표자가 정한 입법을 과거 

세 의 헌법에 반된다고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

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시간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 의 민주주의

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 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

이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 이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를 재의 국민들의 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

법심사가 반민주 (undemocratic) 혹은 반다수 (counter-majoritarian)이라

고 평가하는 것은 ‘ 재의’ 국민만을 고려한 태도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기본 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책결정을 의미하고, 의회

의 차원에서는 공개와 토론, 타 과 다수결 원칙을 뜻하지만, ‘시간 인 변

수’를 고려할 때, 오늘날의 입헌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법 차에 맞추어 최 한 반 하라는 요구와 함께, 반 된 그 의사결정이 

헌법상의 人權과 正義에 부합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

제도의 성문화는 다수의 결정이라도 그것이 인권과 정의라는 헌법  가

치에 어 날 경우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48) 

이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주 인 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은 

재의 국민 표기 의 입법이 지니는 정당성과 나란히 과거 국민들이 마

련한 입헌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에서 쉽게 ‘반민주 이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본 으로 헌법재 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한 보호장치이지,  

세 의 민주주의를 제약하기 한 장치가 아니다. 헌법재 은 기본 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장치이며  세 의 민주  의사결정이 과거의 민주

 의사결정과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

할은 단지 외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49) 단지 ‘입법이 헌 무효’라는 

48) Jutta Limbach, “How a constitution can safeguard democracy: The German 

Experience”, 2003. 1. 30. Hongkong 학 강연문 (Goethe-Institut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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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을 기 으로 헌법재 이 반민주 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분 인 것이다. 

  한 그러한 평가는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심사에 해서 한 쪽 편에서 

행해져 온 것이나, 제도 인 에서 이를 우리나라에서 무비 으로 받

아들일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의 사법심사의 근본 인 차이 은 그 권한

이 헌법에 성문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의 표자인 의회의 입법

을 무력화시키는 권한이 법원의 헌법해석으로 도출되는 것과(Marbury v. 

Madison), 과거 세  국민들의 민주  의사의 집약에 의해서 명시 으로 

헌법에 ‘성문화’ 되어 있는 것은 그 제도의 헌법  정당성 내지 민주  정

당성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50)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재 이 국회의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하려면, 미국에서의 그러한 논의에 추가하여, ‘헌법이 성

문화 한 사법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는 달라질 수 없다’는 새로

운 논의를 연결고리로서 추가하여야만 했을 것이다. 설사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설득력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헌법의 성문화는 법원의 해

석보다 우월하다는 을 고려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3. 당  이익과 소수자 보호 문제

  헌법재 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정시 매디슨은 벌(faction)이 시민의 권리를 괴하거나 

공동체의 체이익에 반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함을 강조하

49) 미국 연방헌법 제정시 H amil ton은 The Federalist No. 78에서 다음과 같이 사법

심사를 정당화 하 다: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는 입법부에 한 사법부의 우

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 기 보다 국민의 권력이 더 우 에 있다는 

것을 제할 뿐이다. 입법을 통하여 선언된 입법부의 의지가 헌법에서 선언된 

국민의 의지에 반 될 경우, 법 들은 자보다는 후자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

다.” 이러한 논의는 Marbery v.  Madison (1803)에 반 되고 있다.  

50) 이 은 이명웅, “미국과 한국의 사법심사 비교: 헌법  근거, 심사기 , 결정의 

효력을 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6.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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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다만 그는 다수 벌의 발달은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해 계가 

다양해져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어지면 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

다.52)  그러나 오늘날 연방헌법 제정 후에 나타난 정당의 발달은 헌정의 실

제를 완 히 바꾸었으며, 정당정치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벌을 가져올 

험성이 래되었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후 체국민을 하여 자율 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無羈束 委任(자유 임) 원칙은 오늘날 의제도의 한 본질  요소

이다. 의원은 일단 선출된 이상 특정 선거인단 혹은 특정 선거구의 표자

로 머물 수 없으며 ‘  국민의 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 제46조 

제2항). 이는 그럴 때 특정 벌이 의회의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고려가 작동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당정치하에서 의원의 자주  결정권은 약화되고 의원들

이 국민 체의 표자가 아니라 소속 정당의 리인이 되어버릴 험성이 

나타난다. 만일 당내민주주의가 미흡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이 실제로는 

로부터 주어지는 형식이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이 비민주 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의 소신이 정당의 정책에 제 로 반 되거나 의원의 자

율성이 유지될 수 없다.53) 무기속 임제도는 정당국가  민주정치와 서로 

조화되기가 원래 어려운 것이었다.54) 

  정당은 기본 으로 지지자들을 한 정강,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정당 간의 립구도에서 의회 정치는 공공선의 추구보다 상 인 이해

계의 타 을 통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의회입법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일반의사’라거나 理性의 법(recta ratio)과 조화되는 것

이라 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해서는 ‘헌법의 

優位’를 보다 강하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차에 

51) The Federalist, No. 10.

52) Dahl,  민주주의이론서설, 27-8쪽.

53) 이명웅, “헌법 제8조(정당조항)의 양면성”, 헌법논총 제13집(2002), 478쪽. 

54) 양자는 결코 조화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G.  Leibholz, Strukturproblem 

des modernen Demokratie(1958), 주수만 역, 민주정치론 (서문당, 1977),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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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의원들의 다수결로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 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한 법률이 헌법 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

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지를 독립 인 사법기 으로 하여  통제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써 헌법에 구 된 ‘법’을 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55)   

   인구의 증가와 시민들의 복잡다기한 이해 계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정치 , 법  결정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고 타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

리하게 된 당사자는 그러한 결정을 보다 고차원의 법규범의 에서 이를 

다투고자 할 것이며, 이는 헌법  분쟁이 요해지고 증가하는 요인이 된

다. 

  이러한 사회  배경에서, 정치  의기 에 의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올

바로 변되지 못하는 소수자 보호 문제는 매우 요한 것이다. 한 정치  

공동체에서 ‘자원의 분배’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받는 자들이 단지 정치  

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온다면, 헌법이 정한 불편부당

의 원리(the impartiality principle)에 어 나며,56) 정치  평등은 공허한 수

사에 불과하게 된다. 헌법은 기본 으로 가치상 주의에 입각하여 多元主

義(pluralism)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느 정치  세력이 합리  토론과 타

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 으로 숫자의 우 만 앞세워 소수자를 지

배한다면 공동체의 기본질서는 훼손된다. 따라서 흩어져 있고 고립된 소수

자들은(discrete and insular minorities) 정치과정으로부터 특별한 헌법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57)  

  그러므로 소수자 보호를 한 헌법재 제도는 의회주의를 보완하고 입헌

민주주의를 구 하기 한 정당성을 가진다.

55) 헌법재 소 10주년 세미나에서 행한 포르투갈 헌법재 소장(Cardoso da Costa)

의 연설, 헌법재 소 간, 헌법재 의 회고와 망 -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 

1998, 59-60쪽 참조.

56) Cass, Sunstein, “A Republic of Reasons”(1993), MCT, 72쪽. 

57) 이는 미국 연방 법원의 Carolene Products 결 각주 5번에 설시된 사항으로

서, Ely의 사법자제론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John Hart Ely , Democracy  and 

Distrust, 1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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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독립된 헌법재 소제도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

    가. 이론 으로 헌법재 은 국민의 의기 이 담당할 수도 있고, 

의기 이 아니라 독립되고 문 인 사법기 이 담당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더 효과 인지는 헌법제정권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은 

의기 으로부터 독립된 9인의 재 이 독립된 기 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 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원리는 모든 국가기 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로 귀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58) 헌법 제1조 제2항은 “ 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

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 요한 향을 미치는 국

가기 일수록 그 기 은 국민들의 표성이 더 반 되어야 한다는 ‘민주  

정당성’의 원리를 도출시킨다. 그리하여 입법은 국민이 직  선출한 표자

들이 행해야 하고, 통령은 그 권한이 강할수록 국민의 직 선거에 의하

여 선출될 필요성이 큰 것이다. 

  헌법재  역시 그 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기 이 직  행하는 

것이 그러한 ‘민주  정당성’에 논리 으로 부합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

은 과거의 세 와 재  미래의 세 에게 아울러 용되는 헌법과 인

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재 세 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는 작업이다. 항구 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하여 헌

법재 소는 의회입법이나 통령의 행 를 헌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

다. 그 다면 이러한 기능은 당사자인,  세 의 표자( 의기 )가 직  

하기에는 부 합하다. 따로 독립된 문기 으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것

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될 것이다. 

58) 하나의 통치체제로 정의되는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있어 핵심  요소는, 민주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리이다. 필립 슈미터는 민주주의를 “통치자가 공

역에서 그 행 에 해 책임지도록 ( 는 책임성을 갖도록) 시민들에 의해 제약

되는 통치체제”라고 정의한다.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은 표 못지않게 책임 원

리의 요성에 있다. 張永洙,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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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 은 헌법규정을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은 재의 국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반 하기 한 것은 아니다. 즉 재 들은 지  ‘ 재 국민

들의 실제 의사를 반 하기 하여’ 임명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임무는 

의기 이나 정치인들 혹은 행정 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재 )의 

임무는 헌법에 선언된 과거 국민들의 미래에 한 약정(commitment)을 

재 국민들이 개정하지 않는 한 최 한 실 시키는 것이다.59)  비록 그것이 

재 국민들의 의기 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 국민들의  의사에 반감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주

권의 실체  표 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규범의 올바른 해석이라면 재

은 이를 독립 이고 자율 으로 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 다면 그러한 작

업은 재의 의기 이나 그 하부기 이 하기에 치 않다. 이는 의

기 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문성을 갖춘 재 들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0)  한편 그 차는 ‘사법 ’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공정하고 독

립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독립된 재 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법기 이 의회입법에 한 

헌심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 소를 기존의 법원과 달리 독자 으로 구성되고 문성을 

갖춘 기 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유럽과 같은 륙법계

(civil law system) 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61) 륙법계에 기반을 

59) Jed Rubenfeld,  “Of Constitutional Self-government”, MCT, 75쪽.

60) Charles Black, Jr., “The Building Work of Jud icial Review”(1960), MCT, 

216-9쪽 참조. 그는 정부의 권력에 한 헌법  통제를 행할 때 그 심 자

(umpire)는, 정부 바깥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정부 내에서도 가장 비정치 이고 

독립되고 사법 인 공정한 차에 능한 복수의 심 자들이 선정되는 것을 지지

한다고 한다. 

61) 륙법계 통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주체에 한 M. Cappelletti의 언 은 우리

에게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유럽의 사법부의 부분은 司法審査에 포함되어 

있는 價値判斷的 準政治的機能을 수행하는 데 심리 으로 무능력한 것같이 생각

된다. 륙의 법 은 일반 으로 직업법 으로서 아주 어서부터 司法府에 들

어와 주로 年功序列에 따라 승진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받는 문훈련은 制定

法의 政策的 適用能力보다는 그 機械的 適用技術을 기르게 한다. 그런데 사법심

사권의 행사는 법 용이라고 하는 一般司法機能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近代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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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헌법재 과 련된 그간의 소극 인 우

리의 司法史, 그리고 헌법재 이  문화되어가는 오늘날의 세계  추

세를 볼 때,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 소로 하여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한 것이다.

    나. 그런데 의기 과 독립된 재 소를 두더라도 그 담당자를 어떻

게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기본 으로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최종 으

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헌법재 의 선출은 그 직무의 요성에 비추어 국

민의 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

은 국민에게 귀착되어야 하는 정당성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62) 

  그런데 실 으로 국민이 직 선거로 재 을 선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가 않으며 헌법재 소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면 

국민의 의기 이 직  여하여 재 을 임명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재의 재  임명방식은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 3인씩을 선정하는 형

식으로 되어 있다. 국회와 통령이 국민의 직  의기 인 에서 각 

3인씩의 선정은 문제가 없으나, 법원장은 국회와 통령에 의해서 선정

된 기 이므로 법원장으로부터 3인의 재 이 선정되는 것은 국민으로

憲法은, 무엇이 法인가에 한 고정된 념에 자신을 한정시키지 않고, 장래의 

행 를 한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憲法解釋의 일은 오로지 一般

法律을 해석하는 경우보다도 고도의 裁量判斷力을 종종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젠이나 칼라만드 이 등이 憲法解釋은 순수한 司法的 活動이라기보다 立

法的 活動이라고 말한 한 가지 이유 던 것이다.” M. Cappell etti, 구병삭 外 역, 

헌법재 론 (법문사, 1989), 85-6쪽.

62) 국회와 통령은 직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행정부의 구성원은 

통령이 임명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함으로써 민주  정당성을 

보완하고 있고, 법원장과 법 은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고 있고, 헌법재 소 재 은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

나, 그 지명권을 국회와 법원장이 나 어 갖고 있으며, 헌법재 소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이 

모두 민주  정당화의 고리로서 연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방승주, “참여와 

민주  정당성”, 공법연구 제32집 2호(2003. 12.),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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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무 멀어져 있으며, 헌법재 소의 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63) 

  어 든 헌법재 소가 국민의 직  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의기 에 의한 재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  정당성을 지

니고 있다. 그 다면 재 들이 ‘선출되지 않은 소수’ 혹은 ‘국민에 하여 

책임지지 않는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민주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 소의 지 와 기능, 그리고 재  선출방법에 의회와 통령이 직

 여한다는 에서 무리한 비 이라고 볼 것이다. 

Ⅳ. 결론 

  1. 국민으로부터 직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재 이 의기 이 다수

결로 결정한 것은 번복하는 제도는 민주주의의 에서 비 될 수 있다. 

이 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때 말하는 ‘민주주의’

는  세 를 기 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에서 불완 하다는 것이다. 오

늘날 민주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바의 그것, 즉 입헌민주주의의 에서 

악하는 것이 더 실 이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와 사회 반에 걸쳐 

기 과 척도를 제시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이다. 한 헌법은 과거의 국

민이 국민주권을 직 행사하여 결정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헌법재 의 목 은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인권보장은 오늘날 헌법과 

국가기 ,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의 목 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로 목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으로 자유와 평등을 구 하기 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인권의 보장은 구 세 가 정립한 근본가치이며 

동시에  세 에게도 타당하다. 그것의 헌법  선언의 취지는 그 때 그 

때의 국회의 다수결로 쉽게 이를 바꾸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다. 이는 한 공동체 내의 소수자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지

63) 이러한 의견은 여러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지 되고 있다. 를 들어, 고문 , 

“헌법재 소구성에 한 개선방안 - 헌법재 소선출을 심으로 -”, 憲法學硏究 

제11권 제4호(2005년), 3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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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보장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 소는 애 부터  세

의 다수의사와 립될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인권과 헌법의 가치

를 수호하려면  세 의 다수결 결정을 번복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입법자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헌법과 인권의 우 는 이를 실 할 

소송제도를 통하여 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 이 민주  정당성이 약하다는 비 은 일면 타당하지만, 

반드시 옳은 명제는 아니다. 민주주의에 시간  변수를 도입할수록 그 논

거는 모호해진다. 나아가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재 ’ 문제도 한계를 지

닌다. 헌법재 이 헌법이 수호하는 심가치를 보존하려는 것이라면 그 담

당자는 의기 이나 그 부속기 과는 독립될 필요성이 크다. 한 사법  

차로 행해질 때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 담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애 부

터 ‘선출되지 않는 소수’에 의한 헌법재 은 필연 인 것이다. 이를 다시 

‘민주  정당성’의 에서만 비 하는 것은 공격의 가늠자를 정확히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국민과 의기 은 언제든지 재 의 자격과 임기와 임명방법을 

바꿀 수 있으며, 헌법재 소의 할과 심 차를 바꿀 수 있다. 미국과 같

이 임기가 종신이 아니라는 에서 의기 의 여 여지는 더 크다.64) 국

민과 의기 이 헌법재 에 방 자로 머무는 것은 아니다.65) 

  결국 헌법재 에 한 민주주의  에서의 비 은 단편  의미만 지

니고 있다. 헌법재 (사법심사)의 부인론은 더욱 그러하다.  

  2. 다만 남은 문제  주된 것은 언제 헌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64) 다만 재의 6년 임기는 헌법재 의 문성과 독립성의 에서 볼 때 무 짧

은 것이다.

65) 나아가 입법부가 헌결정 후 입법사실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입

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것이 헌결정의 기속력에 배되는지에 련

하여 논의될 것인데, 독일 연방헌재의 례는 기속력 배로서가 아니라 법률의 

실체  내용의 헌심사로서 단한 가 있다. 이에 해서는 박진완, “헌법재

소와 국회와의 계: 규범반복 지”, 헌법학연구 11권 2호(200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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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문제는 이 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나, 이는 결국 헌법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 정치성이 얼마나 반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을 지 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행정수도 사건

과 같은 개별사건을 놓고 헌법재 소가 그 권한행사를 넘어선 것이냐를 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거기서 헌법해석의 기 과 방법을 제시하고, 헌법

재 소가 그 결정을 잘못했다, 혹은 잘했다고 한다면 하나의 평석으로서 

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의회의 압도  다수결로 결정

한 것을 헌법재 소가 헌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의 

논지가 처음부터 반복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 소는 애 부터 다수결을 번

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사법심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입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한 이는 과거 선조들의66) 헌법  결정을  세 가 헌법개정 없이 불인정

하자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민주 인 태도인지는 민주주의 개념과 실정 

헌법, 인권의 가치와 이를 수호하려는 재 들의 의지에 한 개개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6) 사실 과거 선조라고 할 것도 없이  세 (1987)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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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정 헌청구’는 주로 청구인이 헌법재 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

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법률조항에 한 특정의 해석방법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 헌이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체로 헌법재 소(이하 ‘헌재’라 한다)는 

한정 헌청구를 원칙 으로 부  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외 인 경우에만 허용

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따라서 한정 헌 취지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청구를 원칙

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 법하다고 할 것인지, 즉 법요건에 한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고, 나아가 허용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어떤 기 으

로 어떤 범 에서 법한 것인지, 그리고 심 상이나 본안의 단범 도 

함께 문제된다고 하겠다.2)

  한정 헌청구에 한 논의는 여러 헌법  쟁 과 연결되어 있다. 우선 

한정 헌결정의 허용 여부와 가장 하게 련이 있는바, 원칙 으로 한

정 헌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한정 헌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반 로 한정 헌결정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한정 헌청구도 

허용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지 까지 한정 헌결정과 련하여 학계나 실무의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1) 한정 헌청구가 반드시 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헌바사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헌마사건)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그

러나 선례를 살펴보면 주로 헌바사건에서만 문제되어 왔으므로 이를 심으로 살

펴본다.   

2) 최근에 한정 헌청구가 문제된 사건은 문신시술행  사건(헌재 2007. 4. 26. 2003

헌바71, 공보 제127호, 464)과 국유재산취득시효사건(헌재 2007. 4. 26. 204헌바19, 

공보 제127호, 468)이고, 근자에 이르러 헌법재 소에 제기되는 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한정 헌 취지의 청구나 주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헌바는 물론 헌가, 

헌마사건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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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헌청구에 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한정 헌결정의 허용 문제를 기

으로 한정 헌청구에 한 논의를 시작하면 한정 헌청구에 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정 헌청구 논의가 한정 헌결정 논의

에 반드시 종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련 없이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편 최근에는 자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재가 한정 헌결정을 하여 온 것

은 사실이고3) 일정한 경우 한정 헌청구를 법하다고 보아 왔으므로 이 

에서는 이러한 실을 제로 논의를 진행하되 한정 헌결정에 한 사

항은 한정 헌청구의 허용 논거와 련된 범 에서만 간단하게 언 하고 

오히려 좀더 실무 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한정 헌청구와 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정

헌청구는 어떠한 청구를 말하는가? 한정 헌청구를 모두 법하거나, 부

법하다고 보면 어떤 문제 이 있는가? 한정 헌청구를 일정한 경우에만 

법하다고 보면 실무 으로 이에 한 기 을 정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가?

  좀더 근본 으로는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청구는 지되고, 법률

에 한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는바, 그러면 법률의 해석에 한 청구는 

재 에 한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한 것인가?

  이하의 논의는 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련된 여러 쟁 (헌법상 

법원과 헌재의 계와 권한 분장, 법원과 헌재의 법률해석권, 재 소원

지의 의미,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의미, 그리고 법률과 법률의 해

석과의 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를 기 로 한정 헌청구에 한 가

능한 견해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각론 인 차원에서 여러 쟁 들을 검

3) 헌법재 소 내부 산자료(CourtWorks) 검색결과, 헌법재 소가 2007. 6. 21. 재

까지 약 44건의 한정 헌․한정합헌 결정(헌가사건 15건, 헌바사건 23건, 헌마사

건 6건)을 하 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최근에 한정 헌결정을 한 사건은 2004. 

12. 16. 2003헌마226 결정이고 그 이후에는 한정결정을 한 사례는 보이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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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 보고자 한다.

Ⅱ. 한정 헌청구의 단과 헌법재 소의 입장 

  1. 한정 헌청구의 단과 소송물

    가. 한정 헌청구의 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 헌청구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구

체 인 사건에서 한정 헌청구인지를 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명시 으로 한정 헌청구의 취지를 시하면 

이는 가장 형 인 한정 헌청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7. 4. 26. 2004

헌바19, 공보 제127호, 468).

  그러나 청구취지에는 단순 헌청구를 하면서도 그 이유에서 단독으로 혹

은 여러 주장 의 하나로 한정 헌취지의 주장을 하면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헌법재 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심 상을 확정하기 제로서의 의

미만 있을 뿐 헌재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헌재 1993. 5. 13. 91헌마

190, 례집 5-1, 312, 319;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례집 10-2, 586, 

589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취지에 상 없이 심 상의 제한․확 ․

변경까지도 가능하고, 헌재는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단순 헌청구를 하

음에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한정 헌청구로 본 다음 법률조항 자체의 헌

성에 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하기도 하 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례집 13-2, 322-331).4) 

4) 청구인 이  청구취 지 에서  “국 제 통 화 기 조 약  제 9 조  제 3 항 , 제 8 항 , 문 기 구의특

권 과 면 제에 한 약  제 4 조  본 문 , 제 1 9조 (a )호 는  헌법 에 반 된 다 ”는  단 순 헌

청구를  하 지 만  그  청구이 유 에서   조 항 에 따 른  “국 제 통 화 기 과  그  직 원

의 재 권  면 제 는  필 요 한 최 소 한에 그 쳐 야  하고  따 라 서  불 법 행 를  원 인 으 로 

손 해 배 상 을  구하는  경 우 까 지  재 권 이  면 제 되 는  것 으 로  보 아 서 는  아 니 되 며 , 



憲法論叢 第18輯(2007)

280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취지상 단순 헌청구를 하 더

라도 이유 등의 체 인 내용을 살펴 보아 한정 헌청구로 인정할 수 있

고(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공보 제127호, 464) 반 로 청구취지상 한

정 헌청구를 하 더라도 단순 헌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헌재 2007. 1. 17. 

2006헌바22, 공보 제124호, 162). 

  따라서 이하에서 검토하는 한정 헌청구는 와 같은 실질 인 의미에서

의 한정 헌청구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제로 하며, 다만 구체 인 사건

에서 한정 헌주장인지 아니면 헌을 이유 있게 하는 구체 인 주장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경 , 

청구 이유의 내용 구성과 다른 헌법  주장으로의 선해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5)  

    나. 한정 헌청구와 소송물

  헌법재 에 있어서 일반소송법상의 소송물이론이 용될 수 있는지 다툼

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제39조(일사부재리)가 “헌재는 이미 심 을 거친 동

일한 사건에 하여는 다시 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  확

정력(기 력)을 인정하고 있고, 법 제47조에 따른 헌결정의 기속력이나, 

법규  효력도  기 력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 에 있어서도 어

느 정도는 소송물개념은 필요하고 용될 수 있을 것이며,6) 통상 헌법재  

만 일  이 게  이 해 되 지  않 는 다 면   조 약  등 의 규 정은  헌법  제 2 7조  제 1항 이 

정하는  국 민 의 재 청구권 을  침 해 하는  것 이  되 어  헌”이 라  취 지 로  주 장 한 

사 건 이 었 다 .  

5) 청구인이 이유에서 명시 으로 “……라고 해석하는 한 혹은 ……라고 해석하지 

않은 한 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해석은 A이나 B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해석을 언 하지 않고 심

상 법률을 B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한정 헌주장으로 볼 

것인지는 쉽지 않다. 부분의 헌바사건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 조항 체를 헌으로 하는 다른 주장이 첨부되기도 할 

것이다. 와 같이 ‘한정 헌청구’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와 그 범 가 불명확

하기 때문에 이의 법성 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헌재 결정문에 소송물이라는 표 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헌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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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규범통제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법률(조항)의 헌 여부’라고 볼 

수 있다.7)

  한정 헌청구의 소송물 혹은 심 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하여도 

여러 견해가 가능하나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권과 같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는 경우가 아닌 법률조항의 양  혹은 질  일부에 

한 헌청구라고 보면 이는 법률조항 체에 한 단순 헌청구와의 

계에 있어서는 별개의 독자 인 청구가 아니라 청구의 목 물을 감축한 일

부 청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어떤 법률조항에 하여 와 같은 의미의 한정 헌청구와 단순

헌청구가 함께 있다면  청구는 기본 으로 ‘심 상 조문의 헌성’이

라는 단일의 명제이고, 큰 청구는 작은 청구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체

으로 하나의 소송물이며 단지 그 주장이 2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

개의 주문(합헌이든, 헌이든)이면 되고 본안 단 이유에서 한정 헌주장

에 한 단을 하면 족할 것이다.8)9) 

6. 28. 2000헌바48결정의 재  김 일, 김경일, 송인 의 각하의견에서 법 제39

조와 련하여 소송물이라는 표 이 사용된 은 있다. 

7) 독일에서 본안  규범통제의 경우 법률 자체를 소송물 는 심 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있으나, 최희수 박사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목 물(민사소송법 제

218조 제1항)과 소송물이 구분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안  규범통제에 있어 

소송물은 법률이 헌법과 합치되는가의 여부(에 한 청구인의 요구)라고 한다{최

희수, 법률의 헌결정의 효력에 한 연구, 고려 학교 법학박사논문(2001), 34

면}.  

8) 물론 부 법한 한정 헌청구가 다른 주장과 같이 있느냐(합헌이나 헌주문에 흡

수됨) 단독으로 있느냐(각하주문)에 따라 주문이 달라지는 이 있기는 하나, 그

다고 한정 헌 주장 자체가 독자 인 소송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개의 조문

에 하여 2개의 주문을 낸 선례도 없으므로 1개의 주문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명확성의 원칙 반과 한정 헌청구를 2개의 소송물(한정 헌청

구는 단순 헌청구와는 질 으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경우)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한정 헌청구에 하여도 각하의 주문을 필요로 하여 2개의 주문이 있게 될 것이

다.   

9) 헌재의 선례 에서는 한정 헌청구(주장)에 하여 심 의 상 부분에서 독립

된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이유에서 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헌재 

1996. 6. 26. 96헌마200, 례집 8-1, 550, 553; 헌재 2006. 12. 28, 2005헌바23, 

례집 18-2, 581, 5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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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정 헌청구에 한 헌법재 소의 입장  

   가. 한정 헌청구에 한 설시 

     ( 1 ) 한정 헌청구에 한 최 의 선례  

  헌재가 한정 헌청구에 하여 최 로 설시한 사건은 헌재 92헌바40결정

(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34)으로 보이고 이를 설시하게 된 

구체 인 계기는 명확하지 않으며10) 그 이 에는 한정 헌청구에 하여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바로 본안 단에 들어가 한정 헌결정을 하기도 하

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159(사죄 고사건); 헌재 

1994. 12. 29. 93헌바21, 례집 6-2, 379(국가배상법 사건)}.

     ( 2 ) 형 인 설시례  

  헌재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

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 의 제로 되어야 하고, 여

기서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때의 법률은 ‘법률’ 그 자체

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은 원칙 으로 포함되지 않는다.11) 일반 으로 법

률조항 자체에 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한 다툼은, 비록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이를 구분하여야 하고(헌재 1999. 3. 25. 98헌

바2, 례집 11-1, 200, 208;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례집 13-2, 

10) 동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도 “법률의 헌 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  규범통제 차의 

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법률의 해석․ 용’까지 포함시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규범통

제가 아닌 법원의 재 이나 행정청의 법해석 작용에 한 통제를 결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 재 소가 “……로 해석하는 한 합헌 는 헌”이라는 형식

의 변형결정주문을 채택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주문례는 어디까지나 헌법재

소의 재량  단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헌법률심 청구의 상은 어디까

지나 법률자체의 헌성 여부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11) 이러한 표 을 쓴 설시례는 많지는 않고 여기까지의 설시만 보면 원칙 으로 부

법 각하할 것으로 보이나 부분의 경우 다시 부 하다는 설시를 하고 있다

(2001헌바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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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8-329 참조),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헌 여부 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 의 상을 ‘법률’

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헌 단을 구하는 것

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치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 제2항의 

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진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34, 

37;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 162 등)라고 하여 한정

헌청구가 원칙 으로 부 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며,12) 이를 제로 

외 으로 명확성을 다투는 경우 등은 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13) 

     ( 3 ) 다른 내용의 설시례

  그런데, 최근의 결정에 있어서는 와 같은 통 인 설시례와는 조  

다른 표 형식이 보이는바, 여기에서는 부 이라는 표 은 사용하지 않

고 있고, 다음과 같이 바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한정 헌청구는 허용

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14) 

12) 헌재가 왜 ‘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의 결정(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34, 37 : 조세법률주의의 명확

성의 원칙으로 선해한 사건)에서부터 사용되었고 이후의 결정들은 의 표 을 

그 로 원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 이라는 용어에 하여는 부

이라는 용어 신 부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혹은 그 반

로 원칙 으로 한정 헌청구가 허용되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모

두 잘못된 용어라고 비 하고 있다.  

13) 헌재가 외 으로 법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부분의 경우에는 부 법 각하하

으므로 이러한 에서 헌재의 기본 인 입장을 부 법설로 악하는 견해도 

있으나, 원칙 으로 부 법하다고 설시한 사례는 드물고 부 이라는 태도를 

취한 후 그 법 여부를 단하고 있으므로 부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악한다. 

14)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고, 표 은 조 씩 다르나 체로 내용은 비슷

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법경찰리의 수사보조업무를 형식  보조로 한

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실질  보조로 확  해석하는 한 헌’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

이 심 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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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법률조항 자체의 헌 단

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

이라는 단을 구하는 청구는, 그것이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례집 12-2, 68, 74-76).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헌 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

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 의 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

로, 동 조항에 의거하여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

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청구인이 그 헌법소원에서 어떤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단을 구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헌재 2005. 7. 21. 2001헌바67, 례집 17-2, 21, 29).

     ( 4 ) 부 법하다는 설시 

  한편, 한정 헌청구의 형태로 사실 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단순한 해

석․ 용 문제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시례는 일 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 의 기 가 된 사실 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해석· 용에 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하

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재의 심 사항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례집 12-2, 225, 231; 헌재 2001. 3. 21. 99헌바107. 

례집 13-1, 626, 633-634;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공보 61, 923, 

926-927; 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례집 14-1, 205 등).

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 청구로서 법하다 할 수 있다.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501).

 ○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취지의 단을 구하는 청구

가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에 한 청구로 이해되기 하여는, 법률조항에 하여 

추상 ․일반 으로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어떤 규율 역 내지 용범 의 헌

성을 지 하면서 그러한 헌성이 해소될 경우 자신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37, 공보 67호; 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례집 14-1, 205). - 다만 이 사건은 각하한 사건임. 



한정 헌청구의 허부  허용범 에 하여

285

    나. 한정 헌청구를 법하다고 본 경우

  헌법재 소는 한정 헌청구에 하여 이를 극 으로 심 상으로 삼

아 단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즉, ① 법률조항 자

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심 상 규정에 한 일정

한 해석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 되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

된 심 상 규정이 헌성을 지닌 경우, ③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한정 헌의 단을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에 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3가지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15)

  첫 번째 유형은 규정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주로 조세사건이 많았

고, 두 번째의 유형은 재까지 3경우에만 인정되었고, 세 번째 유형을 특

별한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평등권의 문제를 제기하여 법하다고 

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최근의 결정에서는 의 각 유형 외에도 법률의 의미나 용 상이 

유형 , 추상 으로 한정되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경우에도 부분  헌

심 이 가능하다고 보거나(헌재 2005. 7. 21. 2001헌바67, 례집 17-2, 21, 

32-33 윤 철, 권성, 주선회 재 의 반 의견), 나아가 직 으로 법률

에 한 특정의 해석 내용을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그러한 해석이 규범

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었다(헌재 2007. 4. 26. 2004

헌바19, 공보 제127호, 468 조  재  반 의견).16)  

  한정 헌청구에 한 헌재의 구체 인 결정례는 별지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헌법재 실무제요(제1개정 ), 247-251면 : 3번째의 경우는 유형으로서 거시하지 

않는 결정도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16) 법률에 한 어떠한 해석이 규범력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심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의 해석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사례나 재 선례

가 집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헌 여부를 심 하여 헌 인 해석 내용의 규

범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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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련된 논의 

  1. 한정 헌결정의 허용 여부

  한정 헌결정은 헌재가 심 상인 법률 조항에 하여 주문에서 특정한 

해석이나 용 역이 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질  일부 헌결정)을 말하

고, 법률 조문의 일부에 한하여 헌임을 선언하는 양  일부 헌결정과는 

구별된다고 이해된다.  

  헌재는 기부터 한정 헌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하여 왔지만, 근본 으

로 이와 같은 한정 헌결정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가에 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가. 정설

     ( 1 )  근거 : 체로 한정 헌결정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입법권의 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  유지하여 주

어 민주주의  입법기능을 최 한 존 하여 주는 ), 합헌  법률해석 

는 법질서의 통일(법률의 개념이 다의 일때 최고규범인 헌법에 조화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과 그 외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법기술의 요령에 

따라 법률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헌으로 단되는 

법률의 내용을 특정하기 하여 법률의 일부를 특정하는 내용의 변형결정

을 할 필요가 있다는 ), 법 혼란의 최소화(법률  일부내용이 헌임에

도 부 헌선언하는 것은 법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이 발생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17)

     ( 2 )  헌법재 소의 입장 : 법률의 다의 (多義的)인 해석가능성이나 

다기 (多岐的)인 용범 가 문제될 때 헌 인 것을 배제하여 합헌 인 

17) 황도수, 한정 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한 연구, 헌법논총 제10집(1999), 

221-2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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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혹은 용범 를 확정하기 하여 한정 으로 합헌 는 헌을 선언

할 수 있다. 양자는 다같이 질 인 부분 헌선언이며 실제 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자는 법문의미가 미치는 사정거리를 

악하는 , 합헌 인 의미 는 범 를 확정하는 방법 그리고 개개 헌

법재 사건에서의 실무 인 의성 등에 따라 그  한 가지 방법을 선호

할 수 있을 따름이다. 헌재가 한정 헌 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헌 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는 축소된 용범 의 단은 단지 법

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으로 부분  헌

선언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헌법재 소법 제47조에 정한 기속력을 명백

히 하기 하여는 어떠한 부분이 헌인지 여부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에 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결정의 주문에까지 등장시켜야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례집 

1, 138, 152; 헌재 1990. 4. 2. 89헌가113, 례집 2, 49, 62; 헌재 1994. 4. 

28. 92헌가3, 례집 6-1, 203, 221-222 참조).18) 

    나. 부정설

     ( 1 )  근거 : 부정설은 행 헌법재 소법에 한정 헌결정에 한 명문

의 근거규정이 없고 헌법이나 헌법재 소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형식이 

아닌 (헌재와 법원이 모두 헌법기 으로서 독립 이고 동등한 지 에 

있고, 양 기 이 헌법령심사권을 분장함으로써 헌법의 최종해석권이 분

산되어 있으며, 헌결정에만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 법원의 재 에 

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등에 비추어 헌재는 법률조항의 헌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함), 한정 헌결정은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18) 이러한 헌재의 입장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 헌결정을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악하고 있으며 한정 헌결정을 구하는 심 청구는 법률조항에 다의 인 해석가

능성이나 다양한 용범 가 있을 것과, 그에 하여 합헌  법률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을 제로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례

집 12-2, 6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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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 용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 한정 헌결정은 국회로 

하여  새로운 입법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며 따라서 사회 상에 응할 

수 있는 법률을 형성할 국회의 입법기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19) 

     ( 2 )  법원의 입장 : …… 특정의 해석기 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

석에 한하여 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 헌결정의 경우에는 헌재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 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용 범 에 한 해석기

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  분쟁

사건의 재 에 즈음하여 법률 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용 범 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용상 원칙이므로, 합헌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

석· 용 권한은 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며, 이

러한 법원의 권한에 하여 다른 국가기 이 법률의 해석기 을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당해법률을 구체  분쟁사건에 용하도록 하

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률의 해석기 을 제시

하는 헌재의 한정 헌결정은 법원에 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용 권한

에 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결).

  2.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 소의 계와 사법권의 개념

  헌법은 제5장에 법원에 한 규정을 제6장에 헌법재 소에 한 규정을 

19) 유남석, 이른바 한정 헌결정의 허용성  기속력 유무, 재 자료 제92집(2001), 

법원도서 , 457-467면 참조.



한정 헌청구의 허부  허용범 에 하여

289

두고, 사법권은 법 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01조), 법률의 헌 여

부 심  등은 헌법재 소의 장사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11

조),20) 두 기 의 계와 할이 문제된다. 

  체로 우리 헌법은 법원에 포 인 사법권, 재 권을 부여한 반면 

헌법재 소에 한정된 권한을 부여하고 재 에 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기 이 독립 이고 동등한 계에 있으며,21) 헌재의 헌결

정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헌재가 상 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성

에 따른 결정이므로 기속된다고 볼 수 있다.22)  

  그리고 헌법 제101조에 말하는 ‘사법권’은 실질 인 의미에서 구체 인 

법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  지

를 가진 기 이 제3자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단하고 선언함으로

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한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 이다.23) 

  헌재도 사법(司法)의 본질은 법 는 권리에 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 인 법원이 원칙 으로 직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ㆍ 용하여 유권 인 단을 내리는 작

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헌재 1996. 1. 25. 95헌가5, 례집 8-1, 1, 18).

  따라서 구체  사건을 재 함에 있어서 법령의 구체  해석․ 용 권한

은 사법권의 본질 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원과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권

    가. 법원의 법률해석 제의 의미

20) 헌법재 의 본질에 하여는 크게 사법작용이라는 견해(김철수, 권 성 교수)와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는 견해(허  교수)가 있다.  

21) 김철수, 헌법학개론(2004), 1448-1449면.

22) 이헌환, 행헌법상 사법의 념과 사법권의 체계, 사회과학연구 제10집(1997. 

2. ), 서원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7면.

23) 권 성, 헌법학원론(2005), 818면; 김철수, 앞의 책, 1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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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헌법률심 권에 기하여 법률에 한 헌결정권을 갖고 있고 

법원이 기본 으로 법률의 해석․ 용 권한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다. 

  일반 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 있는 경우 헌재는 그러한 해석에 의하여 

밝 진 법률내용을 제로 헌 여부를 심 하여야 하고 스스로 다른 해석

을 하여 헌 단을 하는 것은 지되며24), 헌법재 소도 체로 이와 같

은 입장을 존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의 법률해석을 제로 하고’, ‘헌재가 다른 해석방

법을 취하는 것을 지한다’는 의미에 하여는 다소 혼란스러운 이 있

다. 즉, 법원의 법률해석이 있는 경우 이는 심 상 자체가 이 범 로 한

정된다는 것인지(심 상을 법률의 해석으로 보는 견해를 제로 한다면

),25) 아니면 심 상은 법률조항 자체이지만 본안 단에 있어서 주된 

단 범 가 법원의 법률해석이라는 것인지, 혹은 헌재는 본안 단에 있어서 

법원과는 다른 법률해석의 가능성은 일체 고려하거나 근거로 삼지 말고 

단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26) 

24) 소순무, 한정 헌결정의 법원에 한 기속력, 재 자료 75집, 법원도서 , 

560-567 참조; 황도수, 헌법재 소와 법원의 계, 고시계(97/5), 88면 참조

25) 헌재가 심 상과 련하여 법원과 다른 해석을 제로 한다는 것은 법원의 

해석을 심 상에서 배제하여 심 상 자체를 완 히 달리 정하는 것을 의미

하며 모두 법원의 해석에 한 당부 단이 빠지게 되어 치 않다.  그리고 

헌재가 심 상으로 삼은 해석에 하여 한정 헌이라고 하거나(헌재의 해석인 

A를 ……라고 해석하는 한 헌이다) 한정합헌이라고 하는 것도(헌재의 해석내

용 A를 제로 ……A.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헌 단을 한 잠정 인 

해석임을 제로 하지 않는 이상 합헌  법률해석이라는 에서는 이상한 결

과가 된다.

26) 본안 단에 있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법원의 해석만

을 고려한다는 것은 실천 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고

려하지 않고 헌 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며, 단 결과 법원

의 해석이 헌이라는 것은 만일 두개의 해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재는 나

머지의 다른 해석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 개의 해

석이 있는 경우에 어 되었건 법원이 채택한 해석이 헌이라는 것이고, 나머

지의 여러 해석에 한 단은 유보한 것일 수도 명확하게 합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심 상은 법률 자체이고 그 내용은 법원의 법률해석(A)과 헌재의 

법률해석(B)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다만 심사기 인 헌법규범(혹은 헌법합치

 법률해석 B)에 따라 단하여 A를 축출한다는 논리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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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원의 해석이 있다고 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례가 집 되

어 있어야 하는지, 하 심의 결이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하 심에서

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헌재가 법원과 다른 해석을 동원해서 한정 헌결정을 한 경우

나 헌재가 일정한 해석을 제로 합헌결정을 하 다가 후에 법원이 다른 

해석을 제로 재 을 하게 되었을 때27) 법원이 한정 헌결정의 기속력

을 부인하고 있는 실에서 양기  사이에 해석의 충돌이 있게 되고 헌법

과 헌법재 소법에 이를 조정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갈등을 빚고 있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 

    나.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

  한편 법원의 법률해석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일된 법률해석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헌재가 헌 단을 하기 하여 상 규범인 법

률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법원의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본안 단을 하지 

아니하고 헌제청신청만 기각한 경우(헌재 2007. 3. 29. 2006헌바69, 공보 

제126호, 310-318 : 형법 제139조 헌소원), 법원의 최종 인 해석이 없

는 상태에서 하 심에서의 해석이 서로 다르거나, 헌가사건에서 각  법원

의 헌제청신청사유가 서로 다른 경우, 1․2심 법원의 법률해석이 종 의 

법원 례와 배치되는데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 2심 결이 확정된 경우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례집 14-2, 1-19 : 공무원연 법사건),28) 

다. 이때 헌법에 따라 추상 으로 단하고 B를 제시하지 말아야 하는지, B를 

제시한다면 이는 직 인 헌의 근거인지 아니면 헌법규범 반의 논거 의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27) 물론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다른 해석방법을 취하여도 즉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헌바사건 등으로 헌소원을 제기하면 종국 으로는 

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28) 이 사건은 공무원연 법상 여제한사유에 한 사건인데, 헌재는 법원(재직

의 사유로 제한)과 하 심(퇴직 후의 사유도 포함)의 해석이 모두 가능함을 

제로 단하여, 퇴직 후의 사유를 포함한다면 헌이라는 한정 헌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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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가사건에서 제청법원이 법률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헌제청하 는데 

헌재가 동 조항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어느 정도 범 를 정하는 해석

을 하게 되는 경우(헌재 2007. 4. 26. 2006헌가2, 공보 제127호, 459-464 : 

화장품법 사건)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스스로 법률해석을 행하거나 특정한 해석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때 이러한 법률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다툼이 있

으나, 원칙 으로 법률의 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 차에서 재 기 이 

그 심사기 인 헌법의 객  의미를 밝히기 한 사법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심 상인 법률의 해석문제는 원칙 으로 헌법  차원의 

헌성 다툼이 될 수 없으며, 설령 그 심 과정에서 재 기 이 필요에 따라

서 심 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 상을 잠정 으로 특

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사법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29)

    다. 법률해석의 구분 문제

  한편 법률해석의 종류를 ① 규범통제와 련된 법률해석과 ② 구체  사

건에의 용을 해 필요한 단순한 법률해석으로 구분하여 후자는 법원에 

속하지만, 자는 법원과 헌법재 소가 동시에 갖고 법률의 규범통제에 

련된 법원의 법률해석은 추후 헌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인 것이 

아니고 잠정 인 것에 불과하여 헌재의  법률해석권이 우 에 있을 수밖

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30)  

  그리고 법률해석을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과 ‘합헌  법

률해석’으로 구분하여 자는 ‘근본 으로 합헌으로 단되는 법률’을 구체

다.

29) 김시철, 우리 헌법률심 제도와 헌법재 소 결정의 효력, 스티스 통권 제90

호(2006. 4.), 7-8면.

30) 문신시술행 사건(2003헌바71)의 련 보고서 에서 제시된 의견(미발표 견해); 

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결정( 례집 15-1, 459)에서의 김 일, 송인  재

의 반 의견 논지도 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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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건에서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해석하고 용하는 경우에 행해지

는 해석으로서 법원에 최종 으로 귀속되고, 후자는 규범통제의 권한으

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법률에 한 특정한 해석방법을 헌 인 것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 으로 해석에 의한 법률의 부분  폐지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이는 헌법재 소에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와 비슷한 취

지로 보인다.31) 

  헌법률심 에 있어서 심 상은 법률이라는 규범으로서 이는 법원에

서 법률을 용하는 상인 사실 계와는 그 성질이 완 히 다른 것으로 

규범 용을 한 사실 계(요건사실)는 일응 그 내용은 명확하여 법원이 

그 존부만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만32)  법률은 그 의미가 단일한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있어야 그 내용이 명확해져 심 상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 계를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의 해석․ 용(해석기

으로서 합헌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을 하게 되는 것임에 반해, 헌재는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심 상의 확정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률해석을33) 

그리고 본안 단의 단계에서 헌 단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해석(심사

기 으로서의 합헌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법률해석을 와 같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어

느 한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의 구분이 정당한 것

인지 의문이 있다.34)

31) 김문  외, 행 헌법상 헌법재 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헌법재 연구 제16

권(2005. 11. ), 268-282면 참조.

32) 물론 여기서의 사실 계도 규범과 완 히 동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통상 규범

의 요건사실인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순수한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3) 헌법재 소도 법률의 헌성을 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

이 어느 경우에 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 내에서

는 헌법재 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용에 여하지 않으면 안된다(헌재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 252 : 업무방해죄 사건)고 하여 심

상 규정을 확정하기 하여 법률의 해석에 여할 수 있음을 설시하고 있다.  

34) 김문  외, 앞의 책, 283면 : 헌법소원 차에서는 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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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본안 단에서의 헌재의 법률해석이 언제나 우선한다고 할 수 있

는지도 의문인바, 즉 단순 헌결정의 경우에는 법률조항이 폐기되어 법원

의 법률해석이 무효화되긴 하지만 이는 헌결정의 효과일 뿐이며 헌재가 

행한 법률해석이 실제 사건에 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법률의 무효의 

효력만이 미치고 그 해석은 단지 후행 입법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

하다), 더구나 헌결정 이후 제정되는 법률에 하여는 새로운 법률해석

이 가능하며, 한편 법원의 해석은 심 상인 법률의 내용을 구체 으로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비형벌법규에 한 헌결정은 장래효만 갖게 되

므로 헌결정이 있기 까지는 법원의 법률해석이 제한 이나마 합헌 이

고 확정 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이 반드시 

우 에 서고 법원의 법률해석이 잠정 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5) 

  4. 재 소원 지의 의미

    가. 우리 헌법은 법원의 재 이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지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재 소원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재 소원 지가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헌법상 근

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36) 에 하여 다툼이 있으며 헌재는 법 제68조 제1항

에 하여 헌재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한 재 을 포함하는 한 

해석원칙이 임의로 서로 교환․ 체될 수 있다고 한다. 

35) 그 다고 하여 헌법재 소의 법률해석이 언제나 잠정 이고 기속력을 갖는 부분

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김시철 부장 사는 정당한 질 인 일부 

헌결정에 하여는 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

다(김시철, 앞의 , 69-70면). 

36) 우리 헌법상 동등한 계에 있는 법원과 헌법재 소의 지 와 상호 계, 즉, 

재 소원이 허용되면 최고법원이면서 재 의 상이 되는 구체  법  분쟁에 

련된 헌법의 해석․ 용도 그 권한으로 하는 법원과 별도의 헌법기 인 헌

법재 소 사이의 권한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나 이에 하여 헌법에 명시 인 규

정이 없는 에 비추어 당연히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유남석, 재 에 한 헌

법소원 지의 논리  정책  이유, 재 자료 제75집(1997), 3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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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라고 함으로써 일반 으로는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 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례집 9-2, 842-871).

  재 소원 지가 실무 으로 작동되는 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법원의 재 ( 결) 자체를 심 의 상으로 삼아 오

면 외 인 경우가 아닌한 심 의 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

고, 나아가 그 재 의 취소를 제로 한 나머지 심 청구도 권리보호이익

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37)  다만 재 의 취소가 더 넓게 가능하도록 하기 

한 목 의 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한 

심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청구는 부 법하다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재 소원에 하여 독일의 를 참고하여 ① 재  자체에 

한 헌법소원으로서 ㉮재 의 내용에 한 헌법소원(법원이 법률을 헌법

에 배되게 해석․ 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다는 주장, 

합헌 인 법률의 헌 인 용), ㉯재 의 차에 한 헌법소원과 ② 간

 법률소원(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에 기인한다는 주장)으로 구분

하고,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①의 재 소원은 지되었으나, ②의 재

소원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었으며 이는 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는 견해가 있다.38) 

  그러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구체  규범통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에서 법률이 헌이 되면 확정된 당해사건에 하여 재심이 허용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그 재 소원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

다. 한 와 같은 구분은 독일에서 재 소원에 한 최종 결정시에 와 

37) 를 들면, 확정된 재 이 취소된다면 그 재 에 용되거나 용될 수 있는 법

률조항에 한 심 청구, 혹은 재 의 취소와 그에 이은 재 차가 다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차 규정에 한 심 청구 등이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72 사건 헌법재 소공보 제128호, 636-640면 참조). 

38) 김문  외, 앞의 책, 259-2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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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연 청구 단계에서 와 같이 구분하는 것

은 쉽지 않고 더구나 ①-㉮와 ②의 주장은 그 자체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이며 한 의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모두 헌바사건으로 

법하게 포섭해도 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5.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제도의 의의

    가. 이와 같이 재 소원이 지된 상태에서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

소원을 둔 취지와 제도의 의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 으로  제도는 헌법률심 차를 보완하고, 법 제68조 제1항에

서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거나,39) 헌법소원심 제도에서 법원의 재

을 헌법소원의 심 상에서 제외시킨데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형아’로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거나,40) 법원의 재 이 헌 인 법률

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헌성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간  법률소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며,41) 이에 

하여 우리 헌재가 명확하게 견해를 밝힌 바는 없다.42)

  한편 그 성질은 헌법소원에 가까운 것이라기 보다는 구체  규범통제제

도로 보는 것이 헌재  학계의 일반 인 입장이다.

    나. 그러나 이 제도가 재 소원 지로 인한 문제 을 보완하는 의미

39) 남복 , 헌법재  할권의 재설계, 한국공법학회 제135회 학술 회 자료집

(2007. 4.), 20면.

40) 정종섭, 헌법재 연구1(2005), 132면.

41) 김문  외, 앞의 책, 266면.

42) 다만, 2001헌마386사건에서 김 일, 송인  재 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재 소원을 

배제하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특수성에 있으며, 이와 같은 헌법소원제도는 ‘기

능상으로는’ 재 소원의 일부분을 체하고 있다. ”라고 시하 다(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례집 15-1, 443, 458에서의 반 의견). 동 사건의 주문은 청

구인의 심  취하를 이유로 한 소송종료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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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서 사실상 재 소원을 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는 법

원과 헌재의 계, 법 제68조 제1항의 재 소원배제 원칙과의 계에서 조

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 으로 규범통제 차는 법원의 법

률 해석․ 용으로 인한 헌  상황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법원의 해

석을 통하여 확인된 객 화된 입법자의 입법작용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만

을 심 하는 제도이므로43) 법률에 한 통제에 그 의의가 있지 재 을 통

제하는 수단으로 변용되어서는 아니됨은 명백하다.

  한편, 이 제도는 당해소송 당사자가 특정 법률조항을 헌이라고 주장하

여 기각되기만 하면 그 헌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남용의 가능

성이 크고, 헌재에 부 한 사건부담을 주고 무익한 헌법률심 차를 

반복시킬 수 있으므로 재 의 제성 요건의 강화 등으로 그 단 을 최소

화하여야 한다는 지 이 있어 왔다.44)

  6. 법률과 법률의 해석의 구별가능성

  헌재는 헌바사건에 있어서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라고 할 때의 

법률은 ‘법률’ 그 자체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은 원칙 으로 포함되지 않

으며, 일반 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한 다툼

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설시하

고 있다.

  우선 의 설시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  의미의 법률

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은 명백하나 ‘법률의 해석’과 비되는 개념으로서 

‘법률’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일반 으로 ‘법률의 해석’은 법률을 용하기 하여 법률의 내용 는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바,45) Savigny 이후 법학방법론에서는 문리해

43) 김시철, 앞의 , 58면.

44) 이명웅,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 헌법논총 제12집(2001), 

    322-332면 참조.

45) 박상기 외, 법학개론(1995), 박 사,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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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논리 ․체계  해석, 객 ․목 론  해석, 역사  해석이 법률해석

의 기 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법학방법론에서는 법 의 법발견

에 있어서 법률에 한 태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첫째, 법률에 따른 법발

견 는 규범구체화, 둘째, 법률보충 인 법발견 내지 흠결보완, 셋째, 법률

에 반하는 법형성 내지 법률수정으로 나 며,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

의 법발견 일반으로서의 해석은 를 모두 포 하는 넓은 의미의 해석을 

뜻하고, 그리고  첫 단계의 법률해석에 있어서 법률문언의 가능한 어의

는 해석의 출발 이자 한계이고 이 한계를 벗어나면 해석이 아니라 법형성

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46)

  보건 , 일반 으로는 법률의 내용은 다의 이고 그 자체로는 추상 인 

개념을 설정하고 측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구체 인 법률의 내용은 

해석(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악될 수밖에 없고 이 때의 해석은 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의 집합체

가 법률이 되므로 개념 으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법률의 해석을 배제한 법률의 내용은 공허하여 특별한 의

미가 없다.47) 

46) 김 휘, 법 의 법발견의 3단계, 사법연구자료 제13집, 법원도서 , 7-10면 : 학

자에 따라서는 해석도 법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해석을 법률문언

범  내의 법형성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고 한다.  

47) 2004헌바19사건에서의 조  재 의 반 의견도 비슷한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서의 “법률 는 법률조항”이란 “법률 는 법률조

항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 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법률에 한 해

석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법률에 한 해석은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기 이나 법

률을 용하는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헌법재 소도 법률 내용의 헌 여부

를 심 하기 하여 “법률의 해석ㆍ 용에 한 의견”을 시하고 변경할 수 있

다(헌법재 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구체 으로 형성

된 법률의 내용이 규범력(規範力)을 가지고 구체 인 행정처분이나 재 의 기

으로 된다.

    헌법재 소의 심 상은 법률 해석을 통하여 내용이 특정되고 구체 인 규범력을 

가지게 된 “법률 는 법률조항의 내용”이고, 해석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되기 의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다. 법률에 한 해석의 내용이 통일되고 이론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와 “법률 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법률조항에 하여 다른 내용의 해석이 존재하거나 

가능할 때에는 양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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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정 헌청구에 한 견해들과 이에 한 검토

  1. 한정 헌청구에 한 견해들과 설시례

  한정 헌청구에 한 학계의 논의는 거의 없으며 헌재의 결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의 견해들은 헌재의 결정례와 한정

헌청구에 한 헌재 내부의 토론과정에서 나온 것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

를 논의의 기 로 삼았고48), 기존의 주류 인 설시례는 앞에서 설명하 으

므로 별도로 언 하지 아니한다. 

    가. 한정 헌청구 허용범  확 설 

     ( 1 ) 추상 ,  일반 인 규범다발에 한 허용설( 1안)

  헌재가 규범통제에 한 법률해석을 유권 으로 할 수 있다는 제에서 

규범문언에 포함되는 추상  규범다발 는 사건규범은 입법기술상 규범문

언에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연히 규범의 내용을 이루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법질서에서 축출하는 것은 규범문언의 제거와 다를 바 없이 규범통

제이고 그 권한은 헌재에 속한다. 

  규범문언은 횡 으로 수많은 에 의하여 규범다발(소규범)로 나  수 

있지만, 종 으로도 한없이 세분화될 수 있으며 최후에는 특정사건에 하

여만 용되는 개별사건 규범다발이 있을 수 있는바, 이 개별사건 규범다

발에 하여 단하는 것은 재 소원 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정한 규범다발로 추상 , 일반 으로 구획할 수 있고 헌법이나 기본권의 

의미나 보호범 에 상당한 비 있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규범통

제에 해당한다.49)

48) 주로 문신시술행 사건(2003헌바71)에 한 여러 보고서에 나타난 입장들을 정

리하 고 보고서 차원에서 제시되고 공개 으로 발표된 의견이 아니어서 주장

자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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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으로는 법원 례에 의하여 일정한 사례군이 형성된 규범다발과 당

해사건이 속하는 일정한 사회  생활사태의 규범다발에 한 단에 한 

단이라면 심 상으로 삼을 수 있고, 규범의 명확성을 다투는 취지의 

청구, 그리고 법률조항에 하여 추상 ․일반 으로 구획할 수 있는 어떤 

규율 역 내지 용범 의 헌성을 지 하면서 그러한 헌성이 해소될 

경우 자신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청구 등이 허용될 수 있다.50) 

     ( 2 ) 법률조항의 의미․ 용 역이 구분,  특정되는 경우 허용

설(2 안)5 1 )

49) 헌법재 의 본질에 비추어, 논리상 명백히 일반성․추상성에 의해 법률이 정

하는 규범 다발 의 일부를 구획해 낼 수 있고, 따라서 그 구획된 일부규범도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 으로 그 일부규범에 한 헌법재 을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록 법률이나 집 된 례에 의한 구분이 없다 하더라도 

헌재는 창설 으로 이를 구분해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같은 취지라고 보인

다. 

50) [ 가 능 한 설 시]  이 견해에 따르면 원칙  부  혹은 부 법이라는 취지의 설시

는 폐기하고, 한정 헌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2가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 법하다고 보는 경우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 조항이 심 상을 ‘법률’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청구여야 한다.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

성을 다투는 취지라면 허용되고, 사실 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단순한 해석․

용에 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경우에는 허용되

지 않는다.

  이 사건 심 청구는 …… 에서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청구 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심 청구라 할 것이므로 합하다.

 ○ 부 법하다고 보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 조항이 심 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청구여야 한다.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

을 다투는 취지라면 허용되고, 사실 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단순한 해석․ 용

에 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 청구는 …… 에서 당해사건에 한 법원의 단순한 법률의 해석․ 용

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조항의 헌성을 다투는 심 청구라 볼 수 없어 부

법하다.

51) 앞의 1안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심 상이나 구체 인 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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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조항은 이에 한 해석을 근거로 실제 사안에 용되므로 법률조항 

자체와 법률조항에 한 해석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법 제68조 제2

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상은 ‘법률’ 자체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법률의 일부내용’도 포함된다. 헌재가 한정 헌결정 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는 례를 지속하는 한 논리필연 으로 법률조항에 

한 한정 헌심 청구도 허용되며 한정 헌청구 자체는 법률조항의 일정

한 내용부분에 한 청구로서 법하다.

  한정 헌심 청구가 법한지 여부의 단에 있어서는 한정 헌결정 등

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단기 이 되어야 한다. 즉, 

심 상과 결정 상은 원칙 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더 구체 으로는 법률조항의 의미 역을 가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한 의미 역(해석부분)이 한정 헌청구의 상이 될 수 있으나(수사보조업

무를 형식  보조와 실질  보조로 나 는 경우 - 2001헌바9), 가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 헌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공공질서, 공공복리, 미풍

약속 등과 같은 법률문구), 법률조항의 용 역을 일정한 소 역이나 사

례군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정 헌청구가 가능하나(국유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는 경우 - 89헌가97; 민법 764조

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게재’라는 유형이 포함되는지 여부 

- 89헌마160),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 헌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건 - 99헌바107).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

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조항이 특정한 상을 규율 상으로 삼지 아니

한 것이 헌이라는 한정 헌청구가 가능하다(헌재법 제47조 제2항 단서 

헌청구 - 2001헌바7).52)

52) [ 가 능 한 설 시]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시가 가능하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반되는지 여

부가 당해사건의 재 의 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 의 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 에서 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헌 여부에 따라 재

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의 내용과 효력에 한 법률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심 상은 ‘법률’ 자체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한 

‘법률의 일부내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법률의 일부내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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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유형 ,  추상  구별 역에 한 가능설( 3 안) 5 3 )

  이 견해는 법률의 의미나 용 상이 유형 , 추상 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  헌심 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법률조항의 의미가 다의 일 수 있고 그 용 상이 상당한 역을 가

질 때 그 구체 인 의미와 용 상의 구체  범 는 개별사건에 한 재

에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물론 결정되지만 그 의미나 용 상  다

른 것과 유형 으로, 그리고 추상 으로, 구별이 되는 특정한 범 의 것을 

한정하고 이에 하여 헌 여부의 심 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재 의 제

가 되는 한도에서, 법률에 한 부분  헌 여부의 심 에 해당하므로 이

는 헌법재 소의 권한에 속하고 한 부 청구는 일부 청구를 포함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에 이러한 부분  헌심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면 헌법재

소는 이러한 청구를 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  헌청구에 하

여 단할 의무가 있다.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 는 법률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선례가 집 되어 있는 경우에 하여 한정 헌심 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의 두 가지 경우에만 한정 헌심 이 가능한 것은 아

니고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우, 즉 법률의 의미나 용 상이 유형 , 

추상 으로 한정되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경우에도 부분  헌심 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54)

당하는 일정한 의미 역 는 일정한 용 역을 한정하여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면 법률조항 자체의 헌 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한정 헌청구는 ‘법률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법률조항의 의

미 역 는 용 역 에서 일정한 의미 역 는 일정한 용 역에 하여 청구하

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청구로

서 법하다.

  그런데 법률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는 “법률조항의 의미 역을 일정한 의미 역으로 

가분할 수 있거나, 사법 단이 가능하도록 의미 역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는 “법

률조항의 용 역을 일정한 용 역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률조항

의 일정한 의미 역 는 일정한 용 역에 한 청구로 이해되는 경우에만 법하다.

53) 헌재 2005. 7. 21. 2001헌바67 결정의 윤 철, 권성, 주선회 재 의 반 의견(

례집 17-2, 21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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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법률해석이 규범력을 갖는 경우 허용설( 4 안) 5 5 )

  법률해석이 규범력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이에 한 한정 헌청구를 허용

하자는 견해이다. 

  『법률에 한 특정의 해석 내용을 한정하여 헌 여부의 심 을 청구하

는 것(한정 헌심 청구)도 그러한 해석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 한 어떠한 해석이 규범력을 가지지 못

할 때에는 심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의 해석내용이 규범력

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사례나 재 선례가 집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헌 

여부를 심 하여 헌 인 해석내용의 규범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법리는 법률 해석의 주체가 법원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법원

의 사법권은 법률을 해석하여 용할 권한을 포함하지만,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재 의 기 으로 되는 법률 내용의 헌 여부에 해서

는 헌법재 소가 심 할 권한을 가진다. 단지 법원의 헌법률심 제청이

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청구가 요구될 뿐이다.』

    나. 원칙  부 법설

  한정 헌청구는 부 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법 제68조 제2항에서 헌심 청구의 상은 법률조항이지 

54) 이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형 이라고 하는 것은 객

인 외 상의 징표와 내용상의 일정한 기 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것과 구별되

는 일개의 집단으로 악이 가능한 것을 지칭하고, 추상 이라고 하는 것은 증

거에 의한 구체 인 사실인정과는 일단은 계 없이 어느 정도 개념 으로 범

의 한정  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유형화와 추상화는 물론 그 성립

의 경계(境界)가 모호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경계의 모호성은 사회과학 일반에

서 언제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경계의 모호성을 이유로 유형화와 추상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인한다면 이는 사화과학 일반의 포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사례를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의 계속으로 조 씩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요청될 뿐이다. ”

55) 헌재 2007. 4. 26. 2004헌바19, 공보 제127호, 468 조  재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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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한 해석이 아니므로 헌법재 소에는 법률의 해석에 한 

할이 없는 ,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 소원을 면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하

는 결과에 이른다는 , 한정 헌결정 자체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을 주된 근거로 한다.56)  

  다만, 당사자의 청구취지가 형식상 잘못 되었을 뿐 법률조항 자체를 다

투는 내용이 명백하면, 그 법성을 인정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심 의 

상은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 여부에 국한되어야 하고, 법규정 자체의 불

명확성을 다투는 경우와 법원의 례에 의하여 사례군이 형성된 경우에는 

한정 헌청구가 허용된다.

  따라서 설시와 련하여 ‘ 치 않다’는 표 은 그 자체가 아무런 법

의미가 없으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한정 헌결정이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한

정 헌청구는 원칙 으로 부 법하다고 시하여야 한다.57) 

  2. 각 견해들에 한 검토

56) 김문  외, 앞의 책, 292-293면에 나타난 견해도 원칙 으로 부 법설에 가깝다.  

57) [ 가 능 한 설 시]  이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시가 가능하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헌 여부심 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

라고 규정함으로써 심 의 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법률의 해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반 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헌 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와 같이 해석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를 심 상으로 

삼아 헌 여부에 하여 단할 수 있다.

  헌법재 소가 그 동안 극 으로 심 상으로 삼아 단한 경우는 개 2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하나는 법규정 자체의 불확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헌법상

의 명확성원칙을 다투는 경우 혹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반을 다투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 상 규

정의 헌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만큼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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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헌재의 입장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원칙  부 법설은 한정 헌

청구가 허용되어 본안 단하는 사건의 범 를 폭 이자는 입장이고, 이

에 반하여 허용범  확 설  1안 내지 3안은 규범다발이나 의미 역, 유

형 ․추상  역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 범 를 좀더 넓히자는 입장에

서 차이가 있고, 4안은 법률해석이 규범력을 갖고 있으면 이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가장 넓게 허용하려는 견해이다. 

    가. 허용확 설에 하여

     ( 1 )  먼  1안이 그 제로 삼고 있는 헌재의 규범통제와 련된 법률

해석권한에 하여는 여러 가지 비 이 가능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Ⅲ. 3.

의 다.항}.

  그리고 통상의 규범(Norm)의 규율 범  내에는 하 의 추상  규범다발

이나 사건규범(Fallnorm)이 종 인 의미나 횡 인 의미에서 존재할 수 있

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용어들이 일반 으로 인정되는 법률용어라

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사용하는 주체나 국면에 따라서 이에 한 이해나 

인정범 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견해에 따르면 과연 추상 ․일반 으로 구획할 수 있는 규율 역 내

지 용범 가 어떤 것인지 사건에서의 단지침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고 보기 어렵고, 규범다발이 구체성(사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모두 한정

헌청구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기 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 으로 

어떤 사건이 법의 범 에 더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범 를 확정하기 어

렵다.

  법률조항과 련된 사건은 유형 으로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분 일정한 생활 역에 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고(법원에서 쟁송

화되었는지에 상 없이) 이러한 에서 어떤 사건이 개별 ․산발  행

인지 아니면 일정한 생활 역에 한 것인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구

분할 실익이 없고 따라서 여기에 용되는 구체 인 규범내용을 크게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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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지 않더라도 모두 규범성이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그 

단기 으로 상당히 비 있는 헌법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추가하는 

것은 법성 단에 있어서 더욱 자의 인 기 이 될 수 있다.

     ( 2 )  2안에서의 ‘의미 역이나 용 역의 구분 가능성’이나 3안에서의 

‘유형 , 추상 으로 구별되는 역’도 1안에서의 규범다발의 기 성에 

한 비 과 동일하게 여 히 불명확하고 자의 인 개념으로서 범 확정이 

어렵다는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 3 )  4안은 특정한 법률해석이 규범력을 갖고 있는지를 기 으로 삼고 

있으나 규범력이 어떠한 요건하에 발생하는 어떠한 효력인지 그 설명이 명

확하지는 않다. 만일 선례의 집 과 상 없는 재 규범으로 작동하는 모든 

경우를 규범력이 있는 경우로 본다면 이는 법원의 거의 모든 법률해석에 

한 한정 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재 소원허용과 다를 바가 없

다.  

    나. 부 법설에 하여

     ( 1 )  이 견해는 기본 으로 한정 헌결정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을 주된 논거로 하고 있으므로 헌재가 한정 헌결정에 한 기본입장이나 

다른 헌법  쟁 에 한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정 헌청구가 부 법하게 되는 이유는 한정 헌 형태의 청구가 

법률의 해석을 본질 인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재 , 즉 사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청구취지상 한정 헌청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  어떤 부 법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 헌청구를 원칙 으로 부

법하다고 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2 )  정책 인 측면에서 보면 한정 헌청구를 부 법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청구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일 청구인들이 명확성과 평등의 원칙, 혹은 부진정입법부작  주장을 하면

서 자신의 한정 헌청구를 여러 가지 주장으로 과 포장하게 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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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재 소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부 법 각하하기는 힘

들 것으로 보여 한정 헌청구를 부 법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기본 인 취

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 한정 헌결정과 한정 헌청구

  한편 한정 헌결정이 허용되면 논리 으로 반드시 한정 헌청구가 허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헌재의 입장에 의하면 물론 한정 헌결정은 심 상 조항이 일정한 의

미 역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정 헌결정은 단지 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 역이 심 상 법률조항에서 갖는 요도나 비 을 고려하여 이

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어떤 법률조항도 그에 포함되는 모든 해석사

례가 헌일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헌인 역과 합헌인 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인바, 이때 그 헌 역이 동 조항에서 차지하는 요성이 커

서 동 조항 자체를 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단순 헌으로 이

에 이르지 아니하면 한정 헌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정 헌결정의 경우와 한정 헌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계가 연결되

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한정 헌결정은 본안 단이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그 헌성

이 미치는 의미 역을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미리 법성 단계에

서 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58) 한 의 이론은 심 상을 한

정 헌결정의 범 로 한정할 수 있음을 제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심 상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에서

도 근거가 약하다고 할 것이다. 

58) 최근에 와서는 헌재가 한정 헌결정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한정 헌결정을 목 으로 하는 한정 헌청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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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법률의 해석 자체가 심 상인 경우의 문제

  만일 심 상을 법률 조항의 일정한 의미 역이나 용 역인 법률의 

해석 자체로 삼는다면(허용확 설의 2안이 이러한 입장에 가깝다)59)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1 )  우선 주문의 표시와 련하여 보면, 먼  기존의 한정 헌, 한정

합헌 결정형식을 그 로 사용한다면, “…… 라고 해석하는 한 헌이다” 

라거나, “……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라고 표시될 것인데, 이는 심

상을 법률조항 자체로 삼는 기존의 한정 헌, 한정합헌결정과 아무런 차

별이 없게 된다.

  만일 이러한 혼동을 피하고자 법률조항 자체를 합헌 혹은 헌이라고 하

면 주문이 심 상이나 실제 단범 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

다.

  한편  설시의 안으로 조항 의 일부청구에 한 단 형식을 고려

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주문은 “…… 조항  …… 부분은 헌이다(혹

은 합헌이다)”라고 표시될 것이며 이 때 ‘…… 부분’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를 들면, ‘사죄 고’ 사건(89헌마160)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  명확하게 분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많은 사건에 있어

서는 심 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에 한 추상 인 특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 2 )  한 본안 단도 와 같이 제한된 범 에 하여만 이루어질 것

인바, 심 상이 되지 않은 법률의 다른 역에서 헌성이 발견되더라도 

이에 하여 헌 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는 불합리하고 규범통제

의 속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그 다고 하여 단 상을 법률조항 체로 넓힌다면 굳이 심 상을 

59) 사죄 고사건(헌재 1991. 4. 1. 89헌마160, 례집 3, 149-159)에서는 심 상을 

사죄 고 부분으로 한정한 듯한 설시를 하 다(“이 사건 심 의 상은 사죄

고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포함시킬 때 동 조항이 

헌인가의 여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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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제한 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한정 헌청구를 법

하다고 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 3 )  그리고 만일 법률조항의 역 구분이 가능하다면 한 법률조항에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없이 많은 후행의 한정 헌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어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정 헌청구를 통한 심 역이 구분된

다고 하더라도 이 구분 역 한 법률규정과 마찬가지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어서 후행의 청구가 선행청구와 심 상(소송물)이 동

일한 것인지 여부를 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4 )  만일 와 같이 일정한 의미 역에 한 한정 헌청구가 허용된

다면, 청구인의 한정 헌청구가 구분될 수 있는 규범다발이나 유형 , 추상

 역에 한 것인지가 밝 지고, 그리고 그 역이 청구인과 련되어 

있음이, 즉 청구인의 법률 계가 그 역에 속하여 그 부분이 헌이 되면 

청구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 어느 정도 밝 져야 비로소 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의 범 확정이나 구분가능성에 한 단의 어려움은 차치하

고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의 개연성 단에는 사실 계의 단이나 평

가가 개입될 필요가 있어 이 부분 단도 법률조항 자체를 심 상으로 

삼는 경우에 비하여 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따라서 실무상 

운 에도 지 않은 어려움이 상되고 이러한 계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결국은 재 의 제성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 5 )  따라서 근본 으로 법률이 아닌 법률의 해석을 심 상으로 삼

을 수는 없고 한정 헌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심 상은 법률

조항 자체가 되어야 한다. 

  3. 소결(필자의 입장)

    가. 원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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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헌결정에 한 논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본 으로 한정 헌청

구를 부 하다고 한 기존의 헌재의 입장을 지지한다.

  기존 선례에서의 ‘부 ’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고 법률 인 용어

로서는 당치 않음은 사실이나 어도  용어는 한정 헌청구가 바람직

하지 못하고 부 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의미를 달하기에 충분하므로  

용어는 여 히 유용성이 있다. 

  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정 헌청구를 바로 부 법하다고 보기에는 난

이 있으므로 부 을 부 법으로 체하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한편 한정 헌청구는 헌바사건에서 주로 문제되어 왔고 이 경우 다소의 

외는 있을 수 있지만60) 부분 심 상 조항에 한 법원의 특정한 해

석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여 청구인이 이를 뒤집기 하여 한정 헌청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법률의 해석(혹은 사실 계)을 다투는 재

소원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한정 헌청구가 바람

직하지 못하고 장려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 이라는 용어가 당하다

고 생각하고 이러한 설시없이 바로 법한 한정 헌청구의 내용을 설시하

는 견해에도 반 한다.61) 

    나. 허용확장 여부와 법률해석의 설시 문제

  그리고 례군이 쌓이지 않았음에도 법률내용에서의 규범다발이나 의미

역 등에 의한 구분가능성을 근거로 이러한 부분에 한 헌청구를 본안

의 범 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자의 이고 실무운용상 혼란이 상

되므로 기 으로서 합하지 않다.

60) 를 들면, 1심 법원이 본안 단을 하지 않고 헌제청신청만 먼  기각한 경우. 

물론 이 경우도 제청신청기각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법

원의 해석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있다. 

61) 허용확 설도 과연 한정 헌을 구하는 청구가 바람직하여 이를 극 장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 으로 헌바사건이나 헌가사건 모두 규

범통제 차로서 특정 법률조항이 헌임을 청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그 구체

인 헌사유는 청구이유에서 밝히면 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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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정 헌청구에 있어서 심 의 상은 법 제68조 제2항의 조문에 

충실하게 ‘법률’이라고 보아야 하나 여기에 추가 으로 법률의 해석을 제외

한다는 명시 인 표 을 사용할 것인지는 검토를 요한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연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한다고 할 때 법률의 해석

은 언제나 심 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법원의 해석이 있

는 경우 이를 제로 법률의 헌 단을 한다는 원칙과 법률의 해석의 제

외라는 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그 타당성은 차치하고 본안에서 실

제로 법률의 특정한 해석의 헌 여부를 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을 

고려하고 한 법률도 결국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이 그 실

체가 된다는 을 고려할 때 법률의 해석은 제외된다고 하는 설시례는 재

고할 필요가 있다.

    다. 부 법의 근거

  법률의 해석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근본 으로는 한정 헌청구의 형식으

로 사실상 재 소원을 하지 못하려는 데 있다고 볼 때 법률의 해석을 제외

한다는 표 보다는 직 으로 법률의 해석을 다툼으로써 결과 으로 재

결과를 다투거나 장래 이를 다투게 되는 취지의 한정 헌청구가 부 하

다는 원칙을 밝힘으로써 그 의미를 충분히 달할 수 있을 것이다.62)

  그러면 어떠한 한정 헌청구가 재 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기 이 문제되나 이는 일률 으로 말할 수는 없고 상이 되는 규범의 내

용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한 련이 있거나(2003헌바71결정, 문신시술

행 사건 등 참조), 요한 헌법  쟁 없이 법원의 법률해석․ 용을 비

난하는 의미가 강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2) 법 제68조 제2항의 상에서 ‘법률의 해석’이 제외된 것이라 표 한 이유는 동 

조항에서 재 소원 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보이나 어차피 

재 소원 지의 취지가 존 되어야 하는 것은 헌바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므로 와 같은 표 이 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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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리

  결국 한정 헌청구는 법률의 해석을 다투어 재 소원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 으로 부 하고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상으로서 법률의 해

석을 제외한다는 표 은 삼가되 유형 ․추상  역과 같은 개념으로 허

용범 를 확 하지는 않고 다만, 그 해석상 명확성을 다투는 것이거나 법

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 상 규정의 경우, 기타 조항 자체를 다

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그 외가 된다는 을 밝히면 족할 것

이다.63)

Ⅴ. 각론 인 검토

  이와 같이 한정 헌청구에 한 견해 립이 략의 경향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구체 인 사건운용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결국 개개의 사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를 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론 인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 들을 살펴 으로써 

실무 으로 유용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헌재 결정상 한정 헌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가. 명확성의 원칙 련

63) [ 가 능 한 설 시]  다음과 같은 설시가 가능하다.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 의 상을 ‘법률’이라고 하고 있는바, 일반 으로 법

률조항 자체의 헌 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한 헌”이라는 단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의 재 결과를 다투는 재 소원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치 아니하다. 

 다만, …… ( 외  인정하는 경우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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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한정 헌청구를 하면서 명시 으로 해당 조항에 한 명확성의 

원칙 반 주장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일단 조항 자체에 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정 헌청구를 법하게 보는 별지 ① 유형  일부

).64)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 반 주장이 없이 한정 헌청구만 있는 경우 그러

한 한정 헌청구를 가능  한 해석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조항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쉽게 선해하는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극단 으로는 법률조항에 불확정개념이나 다의 인 개념이 사용

된 경우 부분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확성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 범 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응 추상 이고 일반 인 차원에서 사용된 개념규정의 문언 인 의미를 

악하거나 다양한 해석의 사례를 총 하여 의미를 악하는 방법으로 명

확성심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당해사건에서의 구체 인 

용사례를 심으로 단하는 것은 사실상 재 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 되

어 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65)  

    나. 법원에서의 해석사례군

  별지 ② 유형과 련하여 보면, 재까지 헌법재 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 본 사례는 3경우에 불과하고 다만 어느 정도의 례가 쌓여야 규범화된 

64) 물론 이때 주장하는 해석의 내용이 법률조항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내

용이어야 할 것이다. 

65) 동일한 취지 : 법원의 구체 인 법률해석의 헌 여부가 아니라 법률조항의 

헌 여부를 포 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합헌 는 헌, 헌법불합치결정을 해

야 한다(김문 외, 앞의 책, 293면). 

     따라서 구체 인 단을 자제한 95헌바27 사건에서와 같은 심사방식이 바람직

해 보인다. 참고로 헌법재 소는 명확성의 원칙 단에 자의 인 조항인지 여부

만 추상 으로 단하기도 하고(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례집 14-2, 

461-472 권성, 송인  재  반 의견), 혹은 법원에서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방법을 모두 설시하면서 그 범 를 한정하여 단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례집 18-2,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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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의 각 사례에서도 “법원

의 해석이 헌법에 반된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법률조

항이 헌성을 지니고 있다”는 논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더 구체 인 논

증이나 기 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법률해석의 헌 여부에 한 청구를 법률의 헌 

여부에 한 청구로 의제한다면 헌재는 법원의 재 에 한 포 인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고 결국 재 소원을 배제하는 법 제68조 제1항에 반하게 

된다.66)

  그리고 근본 으로 의 사례들을 보면, 심 상이 구체 인 사실 계

를 바탕으로 한 규범 용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사례군을 묶어 규범화

된 경우를 그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의 범 를 포

하여야 규범성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고 이 한 근본 으로는 재 소원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사례에 의하여 구체화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여 례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 상규정  그 사례

군이 그 법률조항을 표할 수 있거나 매우 한 규범성을 갖는 사례군

에 이른 경우에만 법하다는 요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표

성이나 성을 갖지 못한 사례군에 하여는 규범성이나 심 상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무나 많은 사례군이 존재하여 표

성있는 사례나 한 사례군을 축출하기 어려운 사기죄나, 횡령․배임죄

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기죄나 횡령죄에 하여 법원의 여러 해석사례군

을 모두 고려하여 포 으로 1회 단을 하는 것이 간명하고,67) 일응 유

형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유형별로 여러 번의 한정 헌청구가 가능한 것으

로 선해할 것은 아니다.

66) 김문  외, 앞의 책, 288면.

67) 사기죄의 여러 측면(곗돈, 카드사기, 부동산이 매매 등)에 하여 수차례 단

을 하게 하는 것 보다 단 한번의 청구로 사기죄의 기망 등 개념의 명확성과 과

잉 지원칙 반 여부를 검토받아 헌 여부를 단받으면 족하고, 이후에 새롭

게 발견되는 형태의 사기죄 유형은 동일 조항에 한 재차 헌청구를 통해 사

정변경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포섭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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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등의 문제

  별지 ③ 유형에서는 한정 헌청구가 평등의 문제로 환원된 사례가 많은

바, 이는 어떻게 보면 한정 헌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권 자체의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평등권은 에 따라서는 무한히 확 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이

므로 차별의 존재 여부나 비교집단의 설정 여부 등으로 일정 정도 제한함

이 상당하고, 원칙 으로는 당사자가 명시 으로 평등권 반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등의 문제로까지 환원시켜 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2. 한정 헌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가. 문리해석을 넘는 한정 헌청구(부진정입법부작 )

  청구인이 법률규정의 문언해석상 불가능한 해석을 거론하면서 한정 헌

청구를 해 온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68)

  우선 이는 규범의 일반 인 해석의 범 를 완 히 벗어나 있으므로 명확

성의 원칙 반 주장으로 선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청구인은 법원의 해

석을 포함해서 동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으로부터 직  구제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특별히 법원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

도 어려울 것이고, 다만 청구인의 의 주장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입

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  부진정입법부작 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헌성을 극 으

68) 를 들면, 법률조항에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한 

헌이라는 청구, 혹은 ‘법률행 시’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행 를 알 수 있는 때

로부터’라고 해석하지 않는 한 헌이라는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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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 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42, 136, 140), 

다만 법률이 불완 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헌성

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 의 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되며(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례집 

16-1, 87, 94-95), 재의 실무에 있어서 헌바사건에서 부진정입법부작 라

고 하여 각하한 경우는 많지 않고69) , 개는 법률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본안 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 헌청구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극 으로 법률 조항의 헌

성의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를 들면, 청

구기간이 무 짧아서 재 청구권을 침해받는다는 내용) 이는 조항 자체를 

극 으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 본안 단을 하는 경우가 지 않을 것이

다.70)

  그러나 이의 법성을 넓게 인정하면 형식 으로 특정한 법률조항을 매

개로 한 비합리 인 주장에 하여 부분 본안 단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

게 되므로 신 하게 근할 필요가 있다. 

    나. 양  일부 헌청구

  법률조문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특정의 용사안에 하여 헌임을 선

69) 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42, 136, 140; 헌재 2005. 10. 4. 2005헌바80 제2

지정부 결정.

70) 표 으로 별지 ③유형의 99헌바66사건과 2006헌바22사건이 이에 해당하고, 헌

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의 ‘형벌에 한 법률 는 법률의 조항’에 택

지 과소유부담 의 부과근거법률인 택상법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는 한, 헌이라는 한정 헌청구의 경우에,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택상법상의 부담 부과규정에 해서 헌결정의 소 효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

이 헌인지 여부에 한 한정 헌청구로서 법하다고 본 사례(헌재 2001. 12. 

20.  2001헌바7등, 공보64, 51 참조)와 민법 제406조에 한 사례(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공보 제122호, 1355)도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조항 자체를 다투

는 것으로 선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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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는 질  일부 헌결정의 효력에 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체로 법률

의 특정 조문 는 구 에 한 일부 무효를 의미하는 양  일부 헌결정

이 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에 하여는 이론이 없으므로 양

 일부 헌을 구하는 청구가 법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양  일부분이라는 개념을 법률 구 의 일부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좁게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조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내포

개념이 당해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당해

법률에 명시 으로 규정된 내포개념  일부에 하여 주문에서 헌임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문의 일부에 한 부분 헌결정으로 볼 수 있다

는 견해71)를 고려하면 어떤 법률조문에 사용된 개념이 같은 법률 혹은 다

른 법률에 유형 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이러한 일부분에 한 한

정 헌청구는 양  일부 헌청구로서 법하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 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하여 의료

보험 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 권의 본질

을 침해하는지에 한 사건(헌재 2003. 12. 18, 2002헌바1, 례집 15-2하, 

441)에서와 같이 경과실은 고의, 과실과 함께 리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이에 한 한정 헌청구는 양 일부청구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와 같이 양  일부 헌청구의 개념을 확장하면 구체 인 사건에 

있어서 양  일부 헌청구와 질  일부 헌청구의 구별이 쉽지는 않을 것

이다. 

  한편 법률조문에서 사용된 개념이 임규정 등을 통해서 하 의 시행령 

등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들면, 법률규정 A가 임근거

규정이고 시행령 B(-1, 2, 3)가 그 구체화조항인 경우, 당사자가 A조항에 

B-1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는 달리 보아야 한

71) 유남석, 이른바 한정 헌결정의 허용성  기속력 유무, 재 자료 제92집(2001), 

413-415면; 같은 취지 김명수,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재 , 재 자료 제75

집(1997), 526-527면 : 표 으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하여 

용하는 것이 헌이라고 선언한 89헌가97결정을 양  일부 헌결정으로 이해

한다.  



憲法論叢 第18輯(2007)

318

다. 즉 헌바 형식의 헌법소원에서는 시행령을 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바,

(헌재 1997. 10. 30. 95헌바7, 례집 9-2, 437, 447 등),  경우에는 재 에 

직  용되는 규범은 시행령 조항일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조문은 포

임 지의 원칙 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재 의 제성이 없다

고 볼 것이고 이는 사실상 한정 헌청구의 형식으로 시행령을 다투는 것이 

되어 부 법하다고 볼 수 있다.72) 

    다. 법률조항 간의 해석

  청구인이 특정한 조항의 해석․ 용이 아닌 법률 조항들 사이의 해석․

용을 문제 삼으면서 한정 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될 수 있어 유형화나 일의 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응 특정조항 자체의 해석이나 용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규정

과 련지어 그 해석이나 용방법을 다투는 경우에는73) 통상 명확성의 원

칙은 문제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평등권이 문제되거나, 양

 일부 헌청구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유형은 원칙

으로 법률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법률조항이 유추 용된 경우에 있어서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사유는  각 법률조항의 규율범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밖

에서, 법원이  각 법률조항을 유추 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법률 자체에 한 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

가 없고,  각 법률조항을 유추 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72) 헌재는 정기간행물등록에 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한 결정(헌재 1992.  6.  26. 

90헌가23, 례집 4, 300)과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 한 결정(헌재 

1995. 11. 30. 94헌바40등, 례집 7-2, 616)에서 사실상 시행령을 헌 단하면

서 법률조항에 하여 한정 헌결정의 형식을 취하 으나 이러한 결정형식의 타

당성은 검토할 여지가 있고 더구나 이러한 결정을 구하는 한정 헌청구는 허용

될 수 없을 것이다.  

73) 를 들면, A조항이 B조항에도 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는 A조항

(특별조항)이 B조항(일반조항)의 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

는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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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부 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례집 12-2, 68, 74)라고 하여 

부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추해석․ 용에 한 한정 헌

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74)

  그리고 법률조항이 서로 모순․충돌되는 상황에 있어서 헌재는 “일정한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들 법률조항이 헌으로 인정된다거나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일반 으로 법률 반이어서 

헌법 반이라는 취지의 한정 헌청구는 부 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4, 례집 10-2, 742, 752; 헌재 1998. 11. 26. 96헌마

74, 례집 10-2, 764, 779).75)

    라. 일반조항 련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 ’ 등과 같은 일반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모든 법률규범이 

일정한 추상성을 갖고 있지만 와 같은 형태의 개념은 가장 최고의 일반

화된 조항으로서 사실상 그 하 의 의미 역을 확정하고 설정하는 것이 매

우 어렵고 이는 기본 으로 그 구체 인 내용형성을 례에 맡겨놓은 것이

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혹은 반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재 의 결과로 밝

진다는 에서 이러한 조항의 일부 역을 다투기 한 한정 헌청구는 

74) 이를 허용하면 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편 이와 같은 헌재의 입장에 하여는 입법의 흠결 역에서 법원이 그 흠결을 

보충하기 해 유추 용한 ‘법률 그 자체’에 해서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균형잡인 사고가 아니라는 비 이 있다(남복 , 앞의 , 9-10면). 

75) 물론 법률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단도 쉽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의 사례는 청구인이 법률규정이 다른 법률규정에 반되고 결과

으로 헌법에 반된다는 주장에 한 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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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76)

  다만, 헌재의 입장이나 한정 헌청구를 확 하자는 입장에 따르면 외

으로 많은 례가 집 되어 규범화된 경우에는  조항에 한 한정 헌

청구로 선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별지 ②유형).

    마. 한정 헌결정된 법률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

  이미 한정 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동 조항에 하여 다른 측면

에서의 헌을 주장하며 한정 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으로 한정 헌이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하여는 

아무런 단이 없었다고 보는 견해와 합헌 단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하여는 헌법재 소의 심 상과 결정주문을 

비교하여 부를 심 상으로 하여 특정부분에 하여 한정 헌결정을 선

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합헌이나 처음부터 특정부분을 심 상으로 

삼아 심 한 뒤 특정부분을 한정 헌이라고 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하여는 아무런 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7)

  헌재가 한정 헌결정(질 인 일부 헌결정)을 하더라도 심 상을 법률

조항의 특정 역으로 한정한 경우는 없었고 법률조항 자체를 심 상으

로 보았으므로  견해에 따르면 헌법재 소가 한정 헌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하여는 일응 합헌 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78) 따라서 한정

헌결정이 있은 법률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는 이미 합헌 단을 받은 부

분( 헌으로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하여만 법하고 이에 하여는 사

76)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결정( 례집 13-2, 322-331)도 비슷한 취지임.

77) 황도수, 한정 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한 연구, 헌법논총 10집(1999), 

247-250면.

78) 그러나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헌재가 한정 헌결정과 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 동 조항에 한 헌성의 모든 측면을 심사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한정 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해온 측면만을 단하는 경우

도 많아 헌 단받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하여 합헌 단이 있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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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합헌주문을 내어야 할 것이다.79)

    바. 헌가사건에서의 한정 헌청구

  제청법원이 법률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

나, 이 때는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한다는 측면에서의 한정 헌청구의 부

법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고 체로 법률조항 자체에 하여 헌제청하

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원의 환송 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하 심법원이 법원

의 기속력있는 법률해석(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을 문제삼아 한정 헌

청구를 해온 경우에는80) 법원 환송 결의 기속력, 법원의 심 제도, 헌바

사건과 비교 등의 에서 좀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구

체 으로 논의하지는 아니한다.  

  3. 헌마사건에서의 한정 헌청구

    가. 문제제기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헌마사건)에 있어서 한정 헌청구가 특별히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헌마사건에서는 ‘법률’만을 다투도록 

한 명시 인 규정은 없고, 통상 재 과정에서 청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한정 헌청구가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헌임을 주장하는 하나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체 으로 

공권력작용으로서 입법작용(법률조항)이나 행정입법 등을 다투는 것으로 

쉽게 선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79) 이 경우 실체 단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각하결정과 큰 차이는 없다. 

80)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에 한 헌제청신청사건(계류 인 헌재 2005헌

가9 사건)이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으나 동 사건에서는 명확성과 평등권의 문제

를 제기하고 있어 순수한 한정 헌청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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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헌마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재 과 연 을 맺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한정 헌청구의 허용은 사법작용에 한 비난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명문으로 재 소원을 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

추어 부 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나. 헌마사건에서의 한정 헌청구와 한정 헌결정례

     ( 1 ) 한정 헌청구

  헌마사건에서 한정 헌청구에 한 단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다음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이유에서 한정 헌청구 주장을 

부 법하다고 단하 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례집 15-2하, 

637, 653-654).81)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에 한 비  주장의 경우 사가 2002. 8. 

20. 청구인에 한 구속 장을 발부하는 재 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하여 ‘법원이 구속 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검사가 실질  가

요건 없이 다시 장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 기 때문에 

결과 으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고, 행복추구

권  인격권 등에 한 주장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

되었다는 취지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사가 2002. 8. 20. 청구인에 하여 구속 장

을 발부할 당시에 우리 재 소가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용하 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장부분은 

81) 청구인이 최 의 구속 장이 기각되었다가 재청구된 장에 의하여 구속되자 구

속에 한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원이 구속 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검사가 

가  요건없이 다시 장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이라고 주장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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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발부라는 구체  재 의 기 가 된 법률의 해석ㆍ 용에 한 문제

를 들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법률조

항 자체의 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2 ) 한정 헌결정 

  다음의 사례들은 청구인이 단순 헌청구를 하 으나 한정 헌결정을 한 

경우로 보인다.82) 

      (가) 입법작용(법률)

  법률헌법소원(헌마) 사건에서는 재까지 5건의 한정 헌결정이 있는 것

으로 보이며, 구 국회의원선거법 조항에 한 결정(헌재 1992. 3. 13. 92헌

마37, 례집 4, 137),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에 한 결정(헌재 1995. 

5. 25. 91헌마67, 례집 7-1, 722)과 구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상 비슷

한 규정에 한 후행결정(헌재 1995. 6. 12. 95헌마172, 례집 7-1, 847),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한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

172, 례집 9-2, 842),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한 결정(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례집 13-2, 77)이 있다.  

      (나) 행정입법 

  헌재 2004. 12. 16. 2003헌마226, 례집 16-2 하, 580 :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항은 2001. 11. 30. 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용되는 한 헌법에 반된다.83)

82) 다음의 한정 헌결정사례는 원래부터 한정 헌청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

정 헌청구가 있었지만 조항 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법하다고 본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결정문에 의하면 부분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83) 헌법재 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원은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여

객자동차운수업법 반이의 - 과태료이의)에서 “재항고인과 같이 2001. 11. 30. 

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헌결정에 의하여 그 

용이 배제되는 결과,  각 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종 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한 없이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고 이 상당하다. ”라고 시하

여 원심결정을 기하 다.  두 사건의 시간  선후는 헌재 2003헌마226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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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헌마사건에서의 한정 헌청구의 처리

     ( 1 ) 공권력작용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상이 되는 행 는 국가

기 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국가기 은 입법․행정․사

법 등의 모든 기 을 포함하고(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례집 2, 

365, 370)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84) 

  그리고 행정작용으로서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상이 될 수 있고(헌

재 1997. 6. 26. 94헌마52, 례집 9-1, 659, 667), 다만, 공권력의 작용  

‘법원의 재 ’이 제외되어 있을 뿐이다. 

  헌마사건에서도 원칙 으로 공권력작용으로서 입법작용(엄 하게는 입법

작용의 결과)인 법률(법률조항) 자체가 심 상이 되는 것이고 법률의 해

석이나 용의 문제는 그 심 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달리 볼 여

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반 으로 헌마사건은 재 을 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 헌청구가 재 결과의 비난에 이를 가능성이나 험성은 많지 

않다. 

     ( 2 ) 헌마사건과 재 련성

  한편 헌마사건에서도 법원의 재 과 련되는 여러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바, ① 헌마사건으로 먼  청구한 후 법원의 련 재 이 발생한 경우

가 표 일 것이고, ② 헌법소원을 법원에의 소송제기와 동시에 혹은 소

송제기 후에 청구하는 경우,85) ③ 나아가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 이 확정

은 2003. 3. 22. 먼  수되었고, 과태료이의재 은 그 뒤인 2003. 8. 29. 춘천지

방법원 속 지원 2003과142호로 수되었다. 

84) 국민이 어떤 법률 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  자신의 기본권 권리를 

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는 법률조항에 하여 바로 헌법재 소법

이 정한 차에 따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을 청구할 수 있다(헌

재 1989. 9.  29. 89헌마13, 례집 1, 294).

85) 를 들면, 행정입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행정소송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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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그 재 에 기 가 된 법령에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86)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정 헌청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할 은 이러한 련 재 이 계

속 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청구인이나 이해 계인이 출하지 않는 한 헌

법재 과정에서는 밝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다. 

     ( 3 ) 단기

  헌마사건에 있어서도 법률의 해석․ 용이 아닌 입법작용인 법률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헌바사건에서 정립

된 기 을 원용하여 한정 헌청구가 ‘법률의 해석을 다툼으로써 재 의 결

과를 비난’하고 있다면 부 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헌바사건에

서도 그러하지만 헌재는 한정 헌청구에 하여 부 한 것으로 보되 법

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를 먼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와 같은 이유로 부 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 이 계속 인 사실이나 결의 확정사실이 헌법재 소에 알려졌음을 

제로 하여 보면,  ①의 경우  ②의 경우  헌법소원과 법원의 소송

이 동시에 제기되거나 법원 결의 선고 에 제기된 경우에는 극 으로 

법률의 해석을 다투어 재 의 결과를 비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

나87), ②의 경우  법원의 결이 있은 후에 제기된 경우(이는 사실상 헌

바사건과 다를 바 없다.)나, ③의 사례는 좀더 부 법하게 될 가능성이 높

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툼과 동시에 행정입

법 자체가 직 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86) 물론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직 성이나 보충성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을 제로 하고 있다.  

87) 다만, 구체 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ㆍ 용이 되는 이른바 재 규범

인 경우에는 법원의 구체 인 해석, 용이 있어야 직 성이 생기므로 이런 경우 

소송제기 에  조항에 한 헌청구(한정 헌청구도 마찬가지)는 직 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다(헌법재 소 제2지정부 2007. 1. 16. 2007헌마10결

정 참조; 소송 차의 정지에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한 헌법소원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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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여진다.  

    라. 재 의 확정 후 용법령에 한 한정 헌청구

  련 재 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후 그 재 의 결과를 뒤집기 

해 헌마사건으로 그 재 에 기 가 된(직  용되거나 제가 된) 법률

조항에 하여 한정 헌청구를 하여 온 경우를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본

다.88)

     ( 1 ) 비형벌조항인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 등에서는 그 결에 용되거나 제가 된 비형벌조항

에 한 헌결정이 있더라도 헌결정은 장래효만 갖게 될 것이고 헌마사

건에서 이는 재심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결정으로 확정된 

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정 헌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6. 24. 2003헌마612 공보94; 헌재 1998. 7. 16. 95헌

마77, 례집 10-2, 267 참조).

  그리고 이와 별개로 앞의 기 을 용하여 법률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서 재 의 결과를 비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에서 부 법하

다고 볼 수 있고, 당사자가 재 의 취소를 함께 청구해오는 경우에는 이러

한 추정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례집 

15-2하, 637 참조).

     ( 2 ) 형벌조항인 경우

  그러나 형벌조항에 한 헌결정에는 소 효가 있고 이는 그 확정 결

에 한 재심사유로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다른 법요건(자기 련성, 직 성, 보충성 등)을 통과한

다면89)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법원에서의 

88) 여기에는 확정된 재 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련 법령에 한 헌법소원을 제

기하거나 재 취소를 구함이 없이 련 법률조항에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부 법각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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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에 헌제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차를 거치지 않았다

는 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즉 통상의 헌마사건과 차별 으로 취 할 

필요는 없는지에 한 평가․형량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결론

으로는 앞에서 본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확정 결의 당부에 포함된 법률

의 해석․ 용을 비난하여 재 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한

정 헌청구가 부 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90)  다만 국민의 권리구제나 

헌법률심 제도의 취지상 헌의 의심이 강한 형벌조항에 한 한정 헌

청구에 하여도 와 같은 원칙을 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3 ) 헌법재 소법 제6 8조 제1항  ‘ 법원의 재 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한 한정 헌청구

   조항은 헌결정이 되면 재 에 한 헌법소원이 면 으로 허용되

게 된다는 에서 다른 규정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91) 

   조항에 하여는 이미 한정 헌결정(96헌마172)이 있었으므로 헌법재

소는  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단순 헌청구도 마찬가지)를  조항 

 헌으로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합헌결정된 부분)에 한 청구라고 보

고 이에 하여 최근에는 체로 기각설을 취하고 있다.92)

89) 형벌규정은 그 특성상 법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행정형벌

의 경우에는 법요건을 통과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업을 계속함

으로써 법사유가 장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클 때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물

론 이 경우도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

능성은 크지 않다). 

9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명시 으로 재 의 취소를 함께 구해오면 이 때

의 한정 헌청구는 재 결과의 비난의 의미가 강할 것이다.

91) 권리보호이익에 하여는 다소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원칙 으로는  법 제

68조 제1항은 비형벌조항으로서 소 효가 없을 것이므로 헌결정이 있더라도 

 조항을 제로 한 재 의 재심사유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나, 한편 만약 

이 부분이 헌으로 되면 그와 련된 확정된 재 은 논리 으로 헌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그 확정된 재 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례집 9-2, 842 참조: 다만 동 결정에서는 한정

헌결정의 장래효와 련하여 법원 결의 취소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하여 구체 으로 논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을 고려할 때 권리보호이

익은 있다고 볼 수 있다.

92) 다만, 최근에는 헌법재 소법 제39조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결정에서의 조  재 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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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와 별개로 앞에서 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조항에 한 

한정 헌청구는 통상 확정된 재 의 취소와 함께 제기되며  조항은 확정

된 재 에 직  용된 법률조항은 아니나 논리 으로 그 재 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즉, 재 소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헌

이 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이 경우 재 의 기 가 된 법률조항의 의미

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93) 만일  조항도 그 기

가 된 법률조항이라고 본다면 앞의 기 을 용하여  조항에 한 한

정 헌청구는 재 의 결과를 비난하려는 목 이 강하므로 부 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소결

  앞에서 본  결정(2002헌마593)은 헌재가 일반 으로 헌마사건에서의 

한정 헌청구에 한 공식 인 단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  더 논의가 필요하며 다만 일반 으로 볼 때 헌마

사건과 헌바사건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헌마형식의 법령헌

법소원인 경우에는 특별히 달리 취 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론

으로는 헌마사건이 재 의 결과를 비난하는 것이 분명하면 헌바사건에서

와 마찬가지로 그 한정 헌청구는 부 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실 으로 헌마사건은 그 특성상 재 과 직  련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법률의 헌 여부를 심 상으로 삼는 심 에서는 당사자나 재 의 제가 되

는 당해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 상인 법

률조항과 헌법  쟁 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다.  그리고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의 내용

이 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규

범통제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심 내용이 달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법규의 내용과 헌법

 쟁 이 동일하면 당사자나 사실 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

93) 이는 헌바사건에서의 재 의 제성 논의  ‘재 에 용되는 법률’인지에 한 

논의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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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더라도 다른 법요건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의 사유로 부

법하다고 볼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Ⅵ. 결론

  한정 헌청구의 허용 여부( 법성)에 한 논의는 여러 헌법상의 논쟁과 

연 된 기본 으로는 정책 인 성격이 강한 문제이며 그 논의의 심에는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제도가 있다.

  헌법이론 으로만 보면 한나라의 규범체계는 헌법을 정 으로 한 통일

인 해석이 요청되므로 법원에서의 규범해석도 모두 심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헌법재 소법은 재 소원을 지하여 놓음으로써 헌법재 에 일정

한 입법  한계를 설정하 고 이는 기본 으로 법원도 심 제를 바탕으로 

한 기본권보장기 으로서 합헌  법률해석을 수행한다는 에서 그 정당성

이 부여되는 것이며 헌재도 재 소원 지를 규정한 법 제68조 제1항을 

외 인 경우가 아닌 한 합헌이라고 하 다.

  실에 돌아와 보면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심 상 법률의 존

재 자체나 그 법률조항에 한 해석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제기되는 

것으로서 부분 련된 재 의 결과를 비난하는 재 소원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원의 법률해석․ 용은 규범의 구체화작용으로서 규범성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재 ’으로, 혹은 ‘법률’로 보일 수 

있고 이를 심 상과 연결지어 구체 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으로 

헌법재 소가 결정하여야 하는 몫이고 이를 법률로 보기 시작하여 문호를 

열기 시작하면 재 통제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나 이로 인하여 재 소원

지의 원칙이 형해화되어 많은 문제 과 혼란이 발생할 것임은 쉽게 측가

능하다.94)

94)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소원청구인  헌법재 소로 하여

 한정 헌청구를 통하여 행법상 ‘ 지된 재 소원’을 ‘허용되는 법률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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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정 헌청구가 법률해석에 한 청구로서 재 소원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하여 이를 면 부정한다면 한정 헌주장의 취지를 담고 있는 많은 

헌바사건은 부 법한 것이 되어 헌바사건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물

론 체 으로 헌법률심 제도 자체를 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헌법해석상 법원에 사법권의 내용으로서 

법률해석권이 있음은 명백하고 법 제68조 제2항에서 그 상을 ‘법률’로 한

정하고 있고 재 소원 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한정 헌청구는 원칙 으로 부 하다고 이 조화로운 입장이고, 

외 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서 재 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 헌청구를 법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95)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제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각론 인 검토를 통

해서 한정 헌청구의 허용 여부와 범 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고 한정 헌청구가 법한 경우 본안 단을 함에 있어서도 무 구체

인 법률해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제하고 가능하면 포 인 심사를 함

으로써 법원에게도 법률의 해석․ 용을 할 여지를 충분히  수 있어야 

한다.

로 포장함으로써 법원의 법률해석을 헌법재 소의 심사 상으로 삼도록 유혹하

는 하나의 장치이다(김문  외, 앞의 책, 292면).

95) 재 소원이 인정되고 있는 독일에서도 일반법원이 재 을 함에 있어서 기본권을 

존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특수한 헌법’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

소의 통제를 받는다는 헤크(Heck) 공식에 따라 재 소원에 외 으로 여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재 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에 있어서는 법률의 

해석에 여하는 데 더욱 더 자제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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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한정 헌청구에 한 헌재결정례 정리

① 명확성의 원칙을 다투어 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혹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다투

는 경우로서 구체 으로는 심 상규정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행정청 는 법원의 자의 ․편 인 해석․ 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헌이라는 주장으로 심 상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어 법한 청구라고 보았음.

 ○ 헌재 1995. 7. 21. 92헌바40, 례집 7-2, 34-47(합헌) : 청구인에게 불

리한 내용의 기환송취지의 법원 결에 따라 환송된 후의 고등법원 

소송계속 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장부가액에 의

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 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장부가격이 실제취득가

액인가의 여부에 계없이 그 장부가액을 과세표 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용하는 것은 헌이라는 청구[ 단내용 : 명확성심사 + 사실

상의 취득가격으로 장부가액 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이

러한 단내용은 사실상 당해사건 법원 단과 배치됨)]

 ○ 헌재 1997. 2. 20. 95헌바27, 례집 9-1, 156-167(합헌) :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  1주택”의 주택개념에 공동상속인으

로서 상속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 단

내용 : ‘세 ’와 ‘주택’ 개념에 하여만 검토하고 청구인의 구체 인 

해석 주장에 하여는 법원의 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하여 단하지 

않았음]  

 ○ 헌재 1999. 7. 22. 97헌바9, 례집 11-2, 112-125(합헌) : 자연공원법 

조항이 자연공원 내의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등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내무부장 의  시설물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의 내

용과 같이 리를 목 으로 하는 규모 락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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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는 청구[  조항이 행정청

에게 제한없는 개발허가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하

고 명확성심사를 함] 

 ○ 헌재 2000. 3. 30. 98헌바7, 례집 12-1, 315-324(합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사업자가 공 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

정)를 재화 등을 공 받는 자가 사업자에게 직  부가가치세를 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  같은 법 제16조 제1항(납세의무자

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 계산서 교부의무)에 의한 세 계산서를 교부

한 사실만으로 거래상 방이 그 사업자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 단내용 : 

와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설시함.] 

 ○ 헌재 2000. 6. 1. 97헌바74 공보 제46호, 448(합헌) : 사면법 제5조 제1

항 제2호가 정하는 특별사면의 효력을 징역형의 집행유 와 벌 형을 

병과하여 선고받은 자가 징역형의 집행유 에 하여 특별사면을 받았

을 경우 그 효력이 병과된 벌 형에 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

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헌법 제79조 사면권 반 등에 

하여 심사함]

 ○ 헌재 2001. 4. 26. 99헌바39, 례집 13-1, 847-863(합헌) : 구개발이익

환수에 한법률 제22조 제2항을 애 의 개발부담  부과처분(당 처

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정산처분 자체의 법만을 다투도록 한 것이

라고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 단내용 : 정산처분에 한 쟁송

으로 당 처분의 법을 다툴 수 없다는  구체 으로 단 - 당해

사건에서의 쟁 과 동일함]  

 ○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례집 13-2, 491-501(합헌) : 형사소송

법 제196조 제2항(사법경찰리 수사보조규정)의 사법경찰리의 수사보조

업무를 ‘형식  보조’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실질  보조’로 확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명확성원칙과 법 차 배 여부 심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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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02. 7. 18. 2000헌바72, 공보 제71호 : 수사기 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에 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

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에 기한 사실조회에 의하여 보고

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형법이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이 지

되는 업무상 비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 

달리 업무상 비 에 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

사단체 등에서는 수사기 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에 반된다는 청구[명확성의 원칙 주장으로 선해. 다만 재 의 

제성이 없어 각하함]

② 례에 의하여 집 된 사례군에 한 청구로 법하다고 본 사례  

 ○ 헌재 1995. 5. 25. 91헌바20, 례집 7-1, 615-637(합헌) : 육군참모총장

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반행 를 군형법 제47조의 명령 반죄로 형

사처벌하는 것은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의 시효이익을 배

제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이라는 청구96)

 ○ 헌재 1998. 7. 16. 97헌바23, 례집 10-2, 243-266(합헌) : 폭행․ 박 

등 별도의 법행 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  노무제공 거부행 를 

법원이 력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정당행

로서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이라는 청구97)

96) 청구인은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반을 주장하 고 이에 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내용과 같이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어 

헌이라고 주장함. - 헌재는 일반 인 명확성과 과잉 지 반의 단 후에 청

구인의 주장내용은 규정의 해석․ 용에 한 문제로서 법원에서 단할 사항이

라고 하면서도 법원 등에서 복귀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으므로 복귀명령 반행 를 명령 반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된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규정이 헌성을 지닌 셈이 

되고 이는 단 상이 된다고 보았음.  

97)  노무제공거부행 에 한 법원의 구체 인 해석방법에 하여 검토하고, 

연장근로의 거부 등과 같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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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례집 13-2, 229-237(합헌) : 구 민사소

송법 제714조의 임시의 지 를 정하기 한 가처분에 방송 로그램이 

제작, 방 되기 에 그 방 을 지하는 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이라는 청구[방 지가처분의 허용이 사 검열 지와 과잉 지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에 하여 단함]

③ 그 밖에 법하다고 본 사례  

  체로 특별한 이유 제시 없이 심 상법률조항 자체에 한 헌주장

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함.

 ○ 헌재 1999. 3. 25. 98헌바2, 례집 11-1, 200, 209(합헌)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무한책임사원을 “법

인의 경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는 “당해 법인에 한 총출자액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한 권리를 실질 으로 행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 용하지 않는 한 헌이라는 청구[과 주주에 

한 헌재의 결정(1997. 6. 26. 93헌바49 결정)과 비교해 볼 때 무한책

임사원을 과 주주와 차별하 다는 주장으로 보아 주로 조세평등주의

를 단함]

 ○ 헌재 1999. 11. 25. 98헌바36, 례집 11-2, 529-542(합헌) : 구 행정심

법 제18조 제6항(처분일로부터 180일)이 동 법 제42조 제2항(이해

계인 요청시 청구기간 고지의무)의 행정심 고지신청을 하여 그 고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용되는 것으로 해석( 법원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행정심 고지를 받지 못한 행정처분의 직  상 방과 

이해 계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아 평등권 심사]  

 ○ 헌재 2000. 2. 24. 98헌바73, 공보 43, 247, 250(각하) : 회사정리법 제

237조 제1항, 제4항, 민소 제420조 제2항( 행 민소 제449조 제2항)과 

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5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정리계획인부의 결정

에 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해석에는 헌성이 있음을 시함. 추

가로 조항에 하여 일반 인 명확성의 원칙, 과잉 지의 원칙 반 여부도 심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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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항고심의 결정이 제1심법원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변경하여 

스스로 자 하면서 새로운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항고

심결정에 한 민소 제420조( 행 민소 제44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항고는 항고인이 그 항고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

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법률규정간의 상

호 해석의 문제. 청구인들의 심 청구는 법률조항들 자체의 헌성에 

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 법하나, 다만 재 의 제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함]

 ○ 헌재 2000. 6. 1. 97헌바74, 공보46, 448, 449(합헌) : 사면법 제5조 제1

항 제2호가 정하는 특별사면의 효력을 징역형의 집행유 와 벌 형을 

병과하여 선고받은 자가 징역형의 집행유 에 하여 특별사면을 받았

을 경우 그 효력이 벌 형에 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 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청구인의 심 청구취지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통령의 사면권에 한 헌법규정에 합치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법하다고 ]

 ○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례집 12-1, 848-868(합헌) : 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사건의 당사자뿐

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는 없으나 헌선언된 법률조항의 

용을 받았던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이미 확정된 련사건의 재심을 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 제75조 제7항을 해석하지 않는 한 헌이라는 

청구[ 법원해석이 타당하며, 청구인 주장의 사유가 재 제도 특히 재

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함] 

 ○ 헌재 2001. 6. 28. 2000헌바77, 례집 13-1, 1358-1378(합헌) : 토지수

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을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 차로서 

이의신청을 필요 으로 경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

구[  조항이 원처분주의(수용재결)가 아닌 재결주의(이의신청에 한 

재결)를 규정한 것인지 그 명확성을 심사하고, 그 외 재 청구권과 

련하여 비례의 원칙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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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6, 례집 13-2, 707-713(합헌) : 민사소송

법 제70조 제2항(참가인의 소송행 가 피참가인의 소송행 와 되

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에 하여 피참가인이 상소를 포기한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평등

권과 재 청구권 반 여부 심사함-청구인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음]

 ○ 헌재 2001. 12. 20. 2001헌바7, 례집 13-2, 854-862(합헌) : 헌법재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소 효)에 하여, 형벌에 한 법률 는 법

률의 조항에 택지 과소유부담 의 부과근거법률인 택상법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청구인의 주

장을 벌 이나 과료를 받은 자와 택상법상의 부담 을 받은 자를 차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평등권 반 여부 단함]

 ○ 헌재 2007. 1. 17. 2006헌바22, 공보 제124호, 162(합헌) : 청구취지에서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명의신탁 주식에 하여도 

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헌법에 반된다’고 주장하여 법률의 해

석에 하여 심 을 청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구원인에서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명의신탁 주식에 한 별도의 

용 배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 에 의하여 헌법상 원

칙을 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

정한 청구취지는 ‘부진정입법부작 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침해 주장’으

로서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법률조항 자체를 심 의 

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것이다[부진정 입법부작 로 선해].

④ 부 법하다고 본 사례

  당해사건 재 의 기 가 된 사실 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해석․

용에 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각하하는 경우가 많음.

 ○ 헌재 2000. 7. 20. 98헌바74, 례집 12-2, 68-85 : 민법 제70조 제3항

(사단법인 임시총회소집 차)과 구 민사소송법 제48조(비법인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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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를 비송사건에 유추 용하여 비법인사단의 소수사원이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 것은 헌이라는 청

구98)(반 의견있음)

 ○ 헌재 2000. 8. 31. 99헌바98, 례집 12-2, 225-232 : 건설기계 리법 

규정에 따라 덤 트럭 소유자와 리계약을 체결하고 행정편의를 제

공하는 가로 리료를 받는데 지나지 않는 공동운 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 해

석․ 용하는 한 헌이라는 심 을 청구

 ○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례집 13-2, 322-331 : 외환 기로 인

하여 은행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국제통화기   그 한국지부장을 

상 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련하여 국제

통화기 (IMF)과 그 직원이 공 자격으로 행한 행 에 한 재 권면

제를 규정한 국제통화기 정 조항을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하는 경우까지 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

 ○ 헌재 2001. 3. 21. 99헌바107, 례집 13-1, 626-638 : 도시계획법 제29

조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도로법을 용하여 ‘도로

의 법면’이나 도로법상의 ‘도로의 부속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청구

 ○ 헌재 2002. 3. 28. 2001헌바37, 공보67호 : 무고죄에 하여 범죄사실의 

신고가 있은 후 고소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형법 제

156조(무고죄)가 헌이라고 청구 

 ○ 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례집 14-1, 205 : 자신이 취득한 임야

를 그 고유업무에 직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 

98)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사유는  각 법률조항의 규율범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법원이  각 법률조항을 유추 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 청구는 법률 자체에 한 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각 법률조항을 유추 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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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례집 14-2, 461-472 : 5․18민주화운

동등에 한특별법이 규정하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청구인의 행 가 당

연히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한 

것은 문제조항의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재 을 잘못한 것이고 이러한 

재 의 잘못은 평등권의 침해 등의 헌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반

의견있음) 

 ○ 헌재 2003. 11. 27. 2002헌바102, 례집 제15-2하, 258-280 : 법원이 

어업허가에 부가된 ‘종기’의 의미를 ‘허가조건을 재 검하는 시기’로 해

석하지 않고 ‘허가처분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 ’으로 해석하는 한 헌

이라는 청구(법원선례 집 된 경우로 본 반 의견 있음)

 ○ 헌재 2004. 9. 14. 2004헌바58 제3지정재 부 결정 : 이미 부에 의하여 

임의인지된 피인지자가 성년에 이른 경우라든지 모가 법률상의 친자

계 형성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모를 상 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 제863조을 해석하는 것이 헌이라는 주

장

 ○ 헌재 2005. 7. 21. 2001헌바67, 례집 제17-2, 21-33 : 구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한법률에 규정된 직무 행 리인에게 신주발행  자본

감소 등에 한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이라는 주장(반 의견

있음).

 ○ 헌재 2005. 9. 29. 2004헌바52, 례집 17-2, 160-173 : 공선법 제60조

의3(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비후보자가 구두로 자신에 한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선거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이라는 주장

 ○ 헌재 2005. 12. 22. 2004헌바1, 공보 제111권 : 청구취지에서 “형사소송

법 제314조(원진술자 사망등의 경우의 문법칙 외규정)는 헌법에 

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면서 청구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본건

의 경우와 같이 진술조서상의 원진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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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 행방불명 사태가 원진술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해서까지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문법칙의 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

된다’고 주장

 ○ 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공보 제127호, 464(문신시술행  사건) : 

문신시술행 가 ‘의료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이라는 

주장 

 ○ 헌재 2007. 4. 26. 2004헌바19, 공보 제127호, 468 : 민법 제24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를 시효취득의 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이라는 청구

 ○ 헌재 2007. 5. 31. 2005헌바37, 공보 제128호, 559 : 자동차 리법 제79

조 제3호, 제53조 제1항이 ‘경미한 부분도장’에까지 자동차정비업의 등

록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이라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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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는 고의 시 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고가 넘쳐 고 있

다. 그런 만큼 허 고나 과장 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한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한 고규제도 범 하다.

  그런데 고의 규제와 련하여서는, 고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 의 자

유의 보호 상이 되는 것인가, 보호 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이며, 그 보호 상이라면 이른바 정치  언론 등 다른 유형의 언론과 마찬

가지의 보호를 받는 것인가, 그 지 않다면 다른 유형의 언론과는 어느 정

도의 차이를 가지고 보호를 받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나아가 행 고에 한 각종 법률  규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

들은 헌법상 보호되는 표 의 자유와의 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특히 식품․ 의약품 고나 의사․변호사 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들

은 헌법  기 을 충족시키는가, 옥외 고물에 하여 사 허가를 얻도록 

하는 부분이나 방송 고 등에 하여 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헌법이 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휴

화기 는 인터넷을 이용한 스팸메일에 한 규제는 헌법상 어느 정도까

지 허용되는 것인가, 법한 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매

체운 자 는 고매체출연자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헌법 , 법률  쟁 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에서는 일 부터 이 분야에 한 례가 집 되어 있는 미국의 경

우를 참고로 하여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되, 넓은 의

미의 고에는 공익 고나 의견 고 등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상품 는 서비스의 거래 진을 한 상업  고 내지 

리 고에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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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에서의 고규제와 례

  1. 미국헌법 수정 제1조와 고

  미국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교행 를 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한 언론 출 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불만사항의 규제를 하

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으로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

  이에 하여 헌법문언에 충실하게 언론의 자유를 인 자유로 보아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규제도 헌으로 악하는 견해1)가 없지 아니하나, 

일반 인 견해와 례는 언론의 자유가 인 자유는 아니며 한 언론

이라 하더라도  수정 제1조의 보호 상이 되는 언론과 보호 상이 되지 

아니하는 언론을 구별하고 있다.2)

  한 고는 이른바 상업  언론(commercial speech)이라 하여 정치  

언론 등 다른 유형의 언론과는 요도나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과

연 수정 제1조의 보호 상이 되는가 한 보호의 정도는 어떠한가에 하

여 오래 부터 문제되어 왔는바, 아래에서 이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2. Valentine v. Christensen (1942) - 헌법  보호의 부인

1) 표 인 인사가 후고 블랙(Hugo Black) 법 과 알 산더 마이클존(Alexander 

Meikl ejohn) 교수이다. Beauharnis v.  Illinois, 343 U.S. 250, 275 (1962)  

Alexander Meiklejohn, Free Speech and  its Relation to Self-Government, at 

17 (Harper Bros, 1948) 참조.

2) 표 인 것이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1942) 결로서, 이

는 음란표 , 신성모독, 명 훼손, 도발  언사(fighting word s)는 사상의 표 에 

필수 인 부분이 아니고 아무런 사회  가치를 지니지 못하므로 헌법  보호 

상이 되지 못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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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언론이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 상이 되는지가 처음으로 논 이 

된 사건이 1942년의 Valentine v. Christensen 결3)인바, 이는 원고 

Chrisrensen이 길거리에서 잠수함 투어 고 단지를 배포하려고 하는 데 

하여 뉴욕경찰이 ‘상업  는 업 고물(commercial and business 

advertising matter)’의 길거리배포를 지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지

하자 원고에게  법령을 용하는 것은 원고의 표 의 자유에 한 헌

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한 것으로, 미국 연방 법원은 

순수한 상업  고만이 문제된 것이라면 수정 제1조는 용되지 아니한다

고 시함으로써4) 상업  언론은 표 의 자유 보호 상이 아니라는 이른

바 ‘상업  언론의 법리(commercial speech doctrine)’를 선언하 다.

  이 결은 1975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상업  언론에 한 선례로서 

고에 한 규제를 정당화해왔다.

  3. Bigelow v. Virginia (1975) 등 - 상업  언론에 한 

보호로의 환

  그런데, 1975년 미연방 법원은, 당시 낙태  낙태 련 고가 불법 이

던 버지니아 주의 한 신문에 당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던 뉴욕 주에서의 

낙태시술 고를 실은 사건이 문제가 된 Bigelow v. Virginia 결5)에서, 

당시 시술이 행해지던 곳에서는 낙태가 합법 이었으므로 독자는 그 정보

를 취득할 헌법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어떤 메시지가 고의 형태를 띠

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보호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언론이 

제품 는 서비스의 시장에 련된다고 하여 사상의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

3) 316 U. S. 52 (1942).

4) 316 U.S. at 54(“the Constitution imposes no such restraint on government as 

respects purel y c ommercial advertising.”) 다만 그 이유는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

하고 길거리에서 고 단을 배포하는 것은 업목 으로 길거리를 유하는 것

과 마찬가지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Id.

5) 421 U. S. 809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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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하고,6) 낙태 련 고를 지하는 버

지니아 주법을 이 사건에 용함은 헌이라고 선언하 다.

  한편, 1976년 미연방 법원은, 약사가 처방조제약의 가격 고를 하는 것

을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 로 규정한 버지니아 주법의 헌성이 문제된 사

안에 한, Virginia State B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결7)에서, 상업  언론이라 하여 표 의 자유의 보호

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처방조제약의 고를 지한 주법은 표 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약사들의 직업윤리의 보존이란 사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시하 다.

  한, 피임기구의 고와 진열을 지한 뉴욕 주법의 합헌성이 문제된 

사건에 한, Carey v. Population Services, Intern. 결8)에서는 그것이 

‘상업  언론’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완 히 합법  활동에 한 진실한 정

보에 하여는 주가 그 배포를 완 히 억제할 수는 없다고 시하여 이를 

헌이라고 선언하 고, 변호사가 일상 인 법률서비스의 보수를 고한 

데 하여 변호사 고를 지하는 애리조나 주법을 용하여 징계한 것이 

문제된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결9) 역시, 상업  언론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개인 , 사회  이익에 기여하므로 어느 정도의 

헌법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변호사 고가 허  는 기만 이거나 

오인유발 (misleading)인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으며 한 시간․장소․

방법에 한 합리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의 고는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시하 다.10) 

6) 421 U.S. at 826 (“Advertising is not thereby stripped of all First Amendment 

protection. The relationship of speech to the marketplace of products or of 

services does not make it valueles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

7) 425 U. S. 748 (1976).

8) 431 U. S. 678 (1977).

9) 433 U. S. 350 (1977).

10) 다만 Ohralik v. Ohio State Bar Association, 436 U.S. 447 (1978) 결은 변호

사가 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근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이

른바 앰뷸런스추 (ambulance chasing)방식의 고객 유치활동에 하여 징계를 

가하는 변호사회규칙은 잠재  의뢰인의 라이버시 등 권익을 보호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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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상업  언론은 헌법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한 이른바 상업  

언론의 법리는 1970년 에 사실상 폐기되기에 이르 다.

  4. Central Hudson Gas & Ele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1980) 등 - 상업  언론에 

한 보호기 의 제시

  1980년 미연방 법원은 마침내 상업  언론에 한 정부규제의 합헌성을 

단하는 새로운 기 을 정립하 다.

  즉  뉴욕 주의 공공서비스 원회가 에 지자원의 보존을 하여 기사

용을 진하는 고행 를 지시킨 조치가 문제된 사안에 한 Central 

Hudson Gas & Ele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결11)에서 미연방 법원은, 고는 공 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특성, 가격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자유시장체제에서 자원의 정배분이라

는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 을 지 하면서, 고에 한 규제가 헌법상 

허용되기 해서는, ➀ 고가 불법  활동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이 허 , 기만 (deceptive) 는 오인유발 인(misleading) 것이 아닌 경우

에(불법  활동에 한 것이거나 허 , 기만 , 는 오인유발  고는 헌

법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규제가 리 허용된다), ② 고의 규제를 

한 정부의 이익은 실질 인(substantial)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규제는 주

장된 정부의 이익을 직 으로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규제는 이

익을 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 을 제시하 다.

  나아가 미연방 법원은, 학캠퍼스 내에서의 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이 문제된 사안에 한 Board of Trustees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v. Fox 결12)에서,  Central Hudson 결에서 언론에 한 규제

것으로 수정 제1조 반이 아니라고 선언하 다.  

11) 447 U.S. 557 (1980).

12) 492 U.S. 46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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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부의 이익을 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

이 아니어야 한다고 시한 것의 의미는, 반드시 가장 덜 제약 인 수단

(least restrictive means)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그 규제와 정

부의 목  달성 사이에 합리 인 합성(reasonable fit)만 있으면 족하다고 

시하 다.

  이러한 기 은, 통상 언론의 내용에 따른 규제는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compelling) 정부의 이익을 한 것이고 그러한 이익을 실 시키기 하

여 엄 하게 재단되거나(narrowly tailored) 가장 덜 제약 인 수단인 경우

에만 합헌 으로 인정된다는 엄격심사기 (strict scrutiny test)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기 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Florida Bar v. Went For It Inc. 결13)은 이러한 기 에서 변호

사들이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건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는 로리다주 변호사회 규칙은 합헌이라고 시하

다.

  5. Posadas de Puerto Rico Associates v. Tourism Co. 

of Puerto Rico (1986) - 유해한 상품에 한 고 규

제의 범 한 허용

  한편, 미연방 법원은 그것이 합법  것일지라도 ‘해롭다고 여겨지는

(deemed harmful)’ 어떤 것에 한 고는 다른 고보다 헌법  보호가 

약하다는 입장을 선언하 다.

  즉, 객을 한 카지노개장은 허용하면서도 카지노에 한 고는 

지한 푸에르토리코의 법률이 문제된 사안에 한, Posadas de Puerto Rico 

Associates v. Tourism Co. of Puerto Rico 결14)은, 문제된 고가 허

가 아니고 오인유발 인 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주민에 한 고를 제

13) 515 U.S. 618 (1995).

14) 478 U.S. 32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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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은 도박이 발하는 폐해를 최소화시킨다는 실질 인 주의 이익

을 증진시키며  법령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한 고만을 지시

키는 에서 필요한 범 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합헌이라고 시하

다.

  한편, 복권사업을 운 하지 않는 주에서는 복권에 한 라디오 고를 

지시킨 연방법이 문제된 사안에 한, U.S. v. Edge Broadcasting 결15)

은,  법률은 당해 라디오방송국의 청취자의 다수가 복권사업을 운 하

는 주의 주민이라고 하여도 복권에 한 고를 제한함으로써 도박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주의 실질 인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선

언하 다.

  이러한 경향은 담배나 술 고의 제한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용되었

다. 그리하여 Actmedia, Inc. v. Stroh 결16)은 수퍼마켓의 쇼핑카트에 맥

주제조업체의 고를 싣지 못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법률이 문제된 사안에

서  법률은 규모 알콜음료회사나 그 도매상이 소매 에 한 향력을 

획득하여 수평  수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주를 진하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를 

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시하 다.

  한 1971년의 Capital Broadcasting Co. v. Mitchell 결17)은, 자미디

어를 통한 담배 고를 지한 연방법률은 방송사업자의 표 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시한 바가 있고, 이 결은 아직 폐기

되지 아니하 다.

  그러나 술, 담배, 도박 등의 고에 한 규제라 하여도 그 제한이 지나

친 경우에는 헌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표 인 것으로서, Rubin v. 

Coors Brewing Co. 결18)은, 맥주라벨에 알콜도수 표시를 지한 연방법

률은 맥주회사간 알콜도수경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실질  이익이 있으나 

15) 509 U.S. 418 (1993).

16) 830 F.2d 957 (9th Cir. 1986).

17) 333 F.Supp. 582 (D.D.C. 1971).

18) 514 U.S. 476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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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지나치게 범하여 헌이라고 시하 고, 44 Liquormart, Inc. v. 

Rhode Island 결19)은 주류가격의 고를 지한 로드아일랜드주법은 알

콜소비를 이기 한 목 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런 체수단을 허용하지 

아니한 면 인 고 지에 해당하여 헌이라고 선언하 으며, Lorillard 

Tobacco Co. v. Reilly 결20)은 학교나 공원, 공공운동장으로부터 1,000피

트(약 300미터) 이내의 옥외담배 고  학교나 공원, 공공운동장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치한 소매 에서 바닥에서 5피트 아래에 치한 옥내

담배 고를 지한 매사추세츠 주의 법령은 미성년자의 담배 고에의 노출

을 감소시켜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는다는 목 이 있으나 와 같은 옥외

고의 지는 사실상 옥외 고의 면 지에 해당하고  옥내 고 지 역

시 그러한 목 을 한 한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이라고 

시하 다.  

III. 고와 표 의 자유

  1. 고가 헌법상 표 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상인지 여부

    가. 학설과 례

     ( 1 ) 정설

  이는 고도 표 행 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에 해당한다는 견해21)로서 우리나라의 통설  입장이라고 할 수 

19) 517 U.S. 484 (1996).

20) 533 U.S. 525 (2001).

21)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490면; 박용상, 표 의 자유 ( 암사, 2002), 

492면; 양건, 헌법강의I (법문사, 2007), 431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427면; 장 수, 헌법학 (홍문사, 2007), 678면; 김웅규, “상업  언론에 한 헌법

이론의 분석”, 부산법학 제5권 (부산법학연구회, 2002), 41면; 노희범, “상업 고

규제와 합헌성심사기 ”, 헌법논총 17집 (헌법재 소, 2006), 227면; 문재완, “상

업  표 의 자유와 방송 고사 심의제도”, 인권과 정의 344호 ( 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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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를 달하여 자유시장경제에 결

정 으로 기여하고 있고 고제작자에게는 그로 인한 자아실

(self-fulfillment)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상품 는 서비스에 

한 정보를 기 로 한 경제활동에서의 합리  선택이라는 개인자치

(autonomy)에도 기여하므로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됨에 아무런 부족

함이 없다는 견해이다. 

     ( 2 ) 부정설

  이는 표 의 자유는 국민의 정신  활동에 한 보호를 목 으로 하는 

것인데 고는 경제  이익을 한 활동일 뿐, 표 의 자유로써 보호하고

자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 place of idea), 민주주의  자기지배

(self-governance) 등과는 무 하므로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될 수 없

고, 다만 직업의 자유 는 업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견

해22)이다.

  이 입장은 한 고가 상품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도 부응한다는 견해에 하여는 오늘날 고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오로지 이미지와 환상만을 달하고 있어 진실성과

는 무 하다고 비 하고, 나아가 고의 형태와 내용은 고제작자 자신의 

개인  가치 과 무 하게 결정되므로 자아실 에 기여하는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 3 ) 례

  우리 헌법재 소는 일 부터 고도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라는 입장

을 일 되게 유지하고 있다. 

회, 2005.  4.), 49면; 조소 , “상업  언론을 진정한 표 의 자유권화하기 한 

헌법  논의”, 법조 52권 9호 (법조 회, 2003), 188면.

2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 사, 2006), 711면. 한, 권 호, “표 의 자유의 개념과 

법  성격에 한 연구”, 공법연구 31집 1호 (한국공법학회, 2002), 347면은 상업

고를 표 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신  자유권인 표 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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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헌법재 소는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23) 에서, “우리 헌법은 제

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 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

출 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것으로서 언론·출 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

는 상이 됨은 물론이다.”24)라고 시하 다.

  나아가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 결정25)에서는, “뿐만 아니라, 국민

의 알권리는 국민 구나가 일반 으로 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情報

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수집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는 권리인바, 알권리의 정보원으로서 고를 배제시킬 합리 인 이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고는 이러한 에서도 표 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26)라고 시하 으며, 한편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27)에

서는 상업 고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수행의 자

유도 동시에 제한하게 된다고 시하여 고의 자유가 표 의 자유와 직업

의 자유 모두의 보호 상이 됨을 선언하고 있다.

    나. 소결

  우리 헌법재 소는 일 부터 표 의 자유의 보장범 를 넓게 인정해 왔

다. 고도 표 의 일종인 이상 표 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다는 헌재의 입

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도 표 의 자유의 보호 상

이 된다고 함이 미국 연방 법원 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일본의 최고재

소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28)

23) 례집 10-1, 118.

24)  책, 124.

25) 례집 14-2, 856.

26)  책, 867.

27) 례집 17-2, 189.

28) 컨 , 高裁 1967. 12. 18. 判決(刑集 22권13호1549면, 判時 540호 81면)은 

고도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됨을 제로 교량과 신주에 고 단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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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고가 상품과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합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원의 정배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취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고를 헌법 으로 보호하기 해서는 이를 상업  표 으로 보아 표 의 자

유의 보호 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직업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는 경제  업활동의 일환에 불과하고 표 의 

자유로써 보장하고 하는 정치  언론 는 정신  활동과는 무 하므로 이

를 직업의 자유의 보호 상으로 인정하여도 충분히 보호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 의 자유는 정치  는 정신  

표 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일반 으로 표 의 자유에 의

한 보호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와 비교하여 보호의 정도가 더 강하고 

보호의 폭도 훨씬 크다. 한 고가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으로 되면 표

의 자유에게만 용되는 여러 가지 법리를 용받게 되며 특히 헌법상 

으로 지되는 검열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 에서 고를 표

의 자유의 보호범  내에 치시키는 것은 고의 규제와 련하여 커다

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보호의 정도

  고도 헌법상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되는 경우 정치  표 이나 사

상  표  등 다른 유형의 표 과 마찬가지의 보호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와 같이 다른 표 에 비하여 약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볼 것인가

가 문제된다.

을 지하는 大阪 옥외 고물조례는 표 의 자유에 한 필요하고도 합리 인 

제한이라고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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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설

  이에 하여는, 표 의 내용에 의하여 표 으로서의 가치의 우열을 결정

해서는 아니되며 상업  언론과 비상업  언론의 구별도 어렵고 재 비상

업  언론으로 분류된 언론이 내일 상업  언론으로서 규제될 우려가 있으

므로 상업  언론과 비상업  언론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보호를 인정함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따라서 고도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의 보호를 인정함

이 타당하고 그 규제에 해서도 통상 표  내용에 기 한 규제와 마찬가

지로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헌성 여부가 단되어야 한다는 견해29)와, 

상업  언론은 정치  언론 등 다른 언론과 비교하여 그 기여하는 바에 차

이가 있으므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 에 의하여 

헌성을 단하여야 한다는 견해30)로 나뉘어진다. 

    나. 헌법재 소의 례

     ( 1 ) 과잉 지원칙의 용 여부

  우리 헌법재 소의 기 례는 고를 규제하는 입법에 하여 고와 

다른 표 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과잉 지원칙을 용하 다.

  즉 헌법재 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31) 은, 옥외 고물의 설치에 

하여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 고물 등 리법 제3조의 헌

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  법조항이] 헌법에 합치하기 해서는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을 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32) 라고 하면서, 

29) 표 으로, 김웅규, 앞의 , 41면 참조. 조소 , 앞의 , 209면 이하도 이에 가

깝다.

30) 성낙인, 앞의 책, 427면; 양건, 앞의 책, 431면; 문재완, 앞의 , 49면; 노희범, 앞

의 , 252면. 한편, 일반  표 의 자유로서 제한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나 소비자보호를 한 보다 한 공익을 

한 규제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박용상, 앞의 책, 513면)도 이에 가깝다.

31) 례집 10-1, 118.

32)  책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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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법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

의 정당성),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하

며(방법의 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

을 하여 설사 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

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

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라고 하여 과잉 지원칙의 

일반론에 따라 그 헌성을 심사하면서, “[  법조항은] 그 입법목 에 필

요한 범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 지원칙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33)라고 시

하 다.

  한 헌법재 소 2000. 3. 30. 선고 99헌마143 결정34)에서는, 식품이나 식

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 후’ 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지하고 있는 식

품의약품안 청 고시의 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규정은 음주를 조장

하는 내용의 표시를 지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건강 해  요소로부터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그 입법목 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음주 후’ 

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일체 지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목

 달성에 필요한 범 를 넘어 지나치게 과잉규제를 가하고 있어 기본권제

한입법이 갖추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이어서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고표 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시하 다.35)

  그러나 헌법재 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36)은, ‘특정의료기

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한 고’를 지하는 의료법 조항

33)  책 128.

34) 례집 12-1, 404.

35) 한편, 같은 날 선고된 헌재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례집 12-1, 375)

은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를 지한 식품 생법 제11조 제1항의 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역시 헌

법 제37조 제2항을 용하여 합헌을 선고하 다.

36) 례집 17-2,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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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업 고의 규제에 의한 표 의 자유 등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 지원칙)을 

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상업 고는 …… 사상이나 지식에 한 정치

, 시민  표 행 와는 차이가 있고, ……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 고 규제에 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달리 덜 제약

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시하여37) 

고에 한 헌법  보호의 수 을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연방 법원

이 당 , Central Hudson Gas & Ele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New York 결38)에서 고에 한 규제가 헌법상 허용되

기 한 기 의 하나로서, ‘그 규제는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익을 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천명하 다가, 후

일 Board of Trustees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v. Fox 결39)에

서,  기 의 의미는 반드시 가장 덜 제약 인 수단(least restrictive 

means)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와 정부의 목 달성 사

이에 합리 인 합성(reasonable fit)만 있으면 족하다고 시한 것을 연상

하게 한다.

     (2) 사 허가 지원칙의 용 유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허가 지 조항이 고에 하

여도 그 로 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하여 명시 으로 시한 사례는 없

으나, 앞서 본 헌법재 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은, 옥외 고물의 

설치에 하여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옥외 고물 등 리법 제3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여 헌이라는 주장에 하

37)  책, 198.

38) 447 U.S. 557 ( 1980).

39) 492 U.S. 469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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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률조항은 일정한 지역·장소  물건에 고물 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는 설치의 방법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제는 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고물을 사 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

로 사 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시한 바 있는데, 이는 고에 

하여도 사 허가 지의 헌법규정이 용됨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 명확성의 원칙

  한, 고의 규제에 한 법률조항에도 다른 표 에 한 것과 마찬가

지로 명확성의 원칙이 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헌법재 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결정40)은,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하여 의학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고를 지하는 약사법 조항이 

“의학  효능, 효과”, “식품 양학 , 생리학  기능  작용”과 같은 불명

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헌이라는 주장에 하여, 약사법  식품 생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  해석 등을 통해 법률 용단계에서 다의 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어 합헌이라고 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 규제에 해서도 다른 표 에 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명

확성의 원칙이 용됨을 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고가 헌법상 표 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도 정치  표  등 

다른 언론과는 그 요성이나 기능이 차이가 있는 에 비추어 고에게도 

정치  표  등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의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 소가 고의 규제에 하여 비례의 원칙을 용

하면서도 피해의 최소성의 단에 있어 완화된 심사기 을 용함은 수

40) 례집 16-2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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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단된다. 한 고 등 상업  언론은 경제  활동과 

한 련이 있으므로 정치  표 등과 비교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기 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1)

  그러나 고가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으로 인정되는 한 우리 헌법이 

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 허가  검열 지의 원칙은 그 로 용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규제의 허용범

    가. 개설

  고는 그 내용이나 성격, 상, 매체, 상 방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고

규제의 허용범 를 일률 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이나 성격, 상, 

매체, 상 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미국의 례이론이나 우리 헌법재 소의 례 등을 종합하면 고규제의 

허용범 를 일응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고의 성격에 따른 구분

  먼  고가 매춘, 마약, 범죄행  등 불법 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

으로 하는 것이거나 는 그 내용이 타인의 명 를 침해하거나 음란한 것

이어서 고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고는 보호할 

41) 미국의 연방 법원도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433 U.S.  350 (1977) 결

에서, 고는 상업  이익추구(commercial well-being)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

도하게 범 한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축되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고는 그

가 공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보호받는 것인지는 구보다 본인이 더 잘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보호의 

범 가 불명확한 데 한 불안은 감소된다는 이유로, 상업  언론에 해서는 

과도한 범성의 원칙(overbread th principle)이 용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433 U.S. at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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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등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국가가 이를 단속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고를 리 규제할 수 있음은 물론 면 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42)

  한 고내용이 허 이거나 기만 인 경우에도 이를 보호할 아무런 가

치가 없어 지하거나 폭넓게 규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고에 

하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거나 민사상 불법행 로서 손해배상을 부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43) 

  고내용이 허 는 아니라 하여도 오인을 유발하는(misleading) 것이라

면( 컨 , 어떤 상품이 한 소비자단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다고 고

하 으나 사실 그 단체의 실체도 모호할뿐더러 참가신청한 모든 상품에 

하여 최우수상을  경우라면 소비자로서는 그 상품이 동종상품 에서 최

고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결과에 있어서는 허  내지 기만

인 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리 규제가 허용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오인유발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행

정부의 자의 인 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그 범 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비오인유발 이고 진실한 고는 원칙 으로 규제가 허용되

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다른 요한 공익을 한 규제는 과잉

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시간, 장소, 방법에 따른 규제

  진실한 고라도 도시미 이나 교통안  등의 공익을 하여 게시장소나 

42) 앞서 본 미국의 Central H udson 결 참조.

43) 법원은 백화 이 종 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종 에 출하한 일

이 없던 신상품에 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

어가는 등으로 당해 상품들이 종 에는 높은 가격으로 매되던 것인데 할인특

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폭 할인된 가격으로 매되는 것처럼 고를 한 이른

바 '변칙세일'에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법원 1992. 9. 14.  선

고 91도2994 결, 공1992, 2929), 불법행 책임도 인정한 바( 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결, 공1993, 2417)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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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방법 등에 한 규제는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음란한 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선정  고에 하여 청소년과 원하지 아니하는 성인을 보호하

기 하여 시간 ․장소 인 제한을 가하는 등 시간, 장소, 방법에 따른 규

제는 과잉 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44)

    라. 사회 으로 유해한 상품 등에 한 고

  한 담배, 술, 카지노 등 그 자체 법한 것은 아니나 사회 으로 유해

하다고 보이는 상품 는 서비스에 한 고는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국민보건의 악화, 건 한 근로의식의 붕괴 등 사회  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한 규제는 다른 상품 등에 한 규제보다 리 허

용될 것이다.45)

    마. 문가 업에 한 고

  의사, 변호사 등 문가에 한 고는 일반인으로서는 고의 진 를 

제 로 별할 문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단으로 이끌 험성이 있

고 그 업무의 성질상 공익성이 있어 과당경쟁이 발생하면 국민 체에 불이

익이 래될 가능성이 있는 에서 다른 직업에 한 고보다는 그 규제

가 리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고를 지

나치게 규제할 경우 신규참여자의 홍보기회를 박탈하여 기득권의 보호수단

으로 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해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46)

    바. 방송 고

44) 뒤에서 보는 옥외 고물 등 리법상의 고규제에 한 논의 참조.

45) 앞서 본 미국의 Posadas 결 등 참조.

46) 앞서 본 미국의 Florida Bar v.  Went For It Inc. 결  뒤에서 보는 의료법, 

변호사법 상의 고규제에 한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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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고는 희소한 자원인 를 이용하는 것이고, 침투성이 강하며, 특

히 TV 고의 경우 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직  달되므로 선정 인 고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필

요도 있는  등을 감안하면 방송 고는 인쇄매체 고 등 다른 고에 비

하여 폭넓은 규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47)

IV. 고에 한 법률  규제의 황과 문제

  1. 개

  고에 한 법률  규제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48) 이는 고의 

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이 지극히 다양하고 고의 수단도 천

차만별이어서 그 성질상 단일 법률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보

이나 고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련법률 체를 미리 악하고 있

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고규제에 한 법률은, (i) 불법행 의 고를 지하는 것(

컨 , 도박 고를 지하는 사행행  등 규제  처벌특례법 제12조 제6호, 

성매매행 를 권유 는 유인하는 고를 지한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ii) 유해한 물건의 고를 제한

하는 것( 컨 , 술  담배 고를 제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3항 등), (iii) 공정거래  소비자등 보호를 하여 허

․과 고를 제한하는 것( 컨 ,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제3

조 제1항등), (iv) 문가집단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하여 특정직업

의 고를 제한하는 것( 컨 , 의료법 제56조, 변호사법 제23조 등)으로 

47) 앞서 본 미국의 Capital Broadcasting Co. v. Mitchell 결  뒤에서 보는 방송

고사 심의제도에 한 논의 참조.

48) 1998년도를 기 으로 해도 무려 13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 김지선, 

“허 과장 고의 규제실태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1998),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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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질 수 있고,49) 한 (i)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과 같이 

일반 기본법에 의한 규제, (ii) 옥외 고물 등 리법이나 방송법과 같이 

고매체 련 법률에 의한 규제, (iii) 식품 생법 등 개별업종에 한 법률에 

의한 규제, (iv) ‘성매매 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등 개별행 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한 규제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50) 

  아래에서는 그 에서도 표 인 몇몇 법률에 하여 규제의 황과 문

제 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가. 개

  1999년 제정된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51)은, 비록 ‘공정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고’에 한하기는 하나, 고의 상이나 매

체 등에 계없이 용되는 것으로서 고에 한 일반법의 지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은 “상품 는 용역에 한 표시· 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

나 소비자로 하여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 ”으로 하고 있고(제1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고행 로서 공정한 거

49) 문재완, 앞의 , 54-55면 참조.

50) 김지선, 앞의 , 84-86면.

51)  법률은 제정당시 시장구조가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으로 환되고 소비

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진하는 건이 되어 감에 따라 종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법률에 규정된 표시· 고 련제도만으로는 고에 한 규

율로 충분치 않다는 인식 아래 제정된 것이라 한다.  법률의 제정경 와 의의

에 하여는, 박해식, “부당표시․ 고에 한 규제 - 표시․ 고의공정화에 한

법률을 심으로 -”, 재 자료 87집 경제법의 제문제(법원도서 , 2000), 636-63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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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허 ·과장의 표시· 고”, “기만 인 표시·

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고”, “비방 인 표시· 고”(이하, 포 하여 

‘부당한 표시․ 고’라 한다)를 지하고 있다(제3조 제1항).52)

  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 고에 하여는 공정거래 원회가 그 

시정을 하여 당해 고행 의 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

고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제8조 제1항), 과징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고(제9조),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 한 경우 부당 표시· 고행 를 일시 

지시키는 임시 지명령도 행할 수 있으며(제8조), 부당한 표시․ 고의 

피해자는 행 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고(제10조), 부당한 표시 고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1억 5000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호).

  한  법률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고  사실과 련한 

사항에 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제5조 제1항), 공정거래 원

회는 사업자 등에게 련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제

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억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제20조 제1항 제2호) 있다.

  한편, 규제의 제가 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고행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한 기 에 하여는, (1) 일정비율의 소비자가 기만 는 오인

되면 기만 는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 방법53)과, (2) 일정수 의 소

5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허 ·과장의 표시· 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고하는 것’으로(제1항), ‘기만 인 표

시· 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고하는 것’으로

(제2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고’는 ‘비교 상  기 을 명시하지 아니하

거나 객 인 근거없이 자기 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는 유리하다고 표

시· 고하는 것’으로(제3항), ‘비방 인 표시· 고’는 ‘다른 사업자 등 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하여 객 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제4항) 정의하고, 

부당한 표시· 고의 세부 인 유형 는 기 은 공정거래 원회가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53) 독일 례는 비록 압도  다수의 주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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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기 으로 그 소비자가 기만 는 오인되면 기만 는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 방법54)이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문가가 아닌 보통

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고를 받아들이는 체 ㆍ궁극  

인상을 기 으로 하여 객 으로 단되어야 하되,55)  어느 고가 특정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고를 받아들이는 체 인 인상을 기 으로 단56)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 문제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은 기본 으로 기만  는 오인유발

인 고를 규제하는 것인바 이러한 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폭넓은 규

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헌법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지명령과 법 반사실의 공표에 하여는 

일 부터 헌성 여부가 논란되어 왔다.

     ( 1 ) 임시 지명령

  임시 지명령제도는 표시․ 고행 가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

률’ 제3조 제1항에 반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당해 표시․ 고행

로 인하여 소비자 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

주민의 10∼15% 정도에 한 오인야기도 오인유발  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박해식, 앞의 , 652면 참조.

54) 미국 법원은 일정수 의 소비자를 기 으로 기만 는 오인유발성을 단하면서 

다만 불법행 법이 합리 인 사람(reasonable man)의 지식수 을 기 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기만  고의 규제의 경우에는 체로 그것보다도 낮은 지식

수 을 기 으로 단하여 왔다고 한다. 의 , 652면.

55) 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결 (공2003상, 932) 등.

56) 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결 (공2003상, 1203). 그리하여 결은 학

원 가맹 사업자의 모집을 목 으로 한 학원가맹 모집 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

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 으로 한 학원유치부모집 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47세 

아동의 학부모들을 각각 기 으로 하여 그들이 고를 받아들이는 체 인 인

상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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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어 이를 방하기 한 긴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정거래

원회가 당해 표시․ 고행 의 일시 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제8

조 제1항).

  임시 지명령의 입법취지는 근래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유행에의 민감

성 등으로 인하여 통상 인 표시․ 고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부

당한 표시․ 고에 한 공정거래 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는 이를 발동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당한 표시․ 고로 인하여 소비자

와 경쟁사업자 등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시장에서의 왜곡된 정보를 제거

하는 것이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표시․ 고의 부당성이 명백히 의심되

고 긴 하게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표시․ 고에 하여는, 공정거

래 원회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와 비슷하게 

일시 표시․ 고행 를 지시킴으로서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감

소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57)

  그러나, 임시 지명령제도는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 하여 미치는 효과

가 큰 만큼 표시․ 고의 행 자도 기에 표시․ 고를 하지 못하게 됨으

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i) 기존의 표

시․ 고행 가 있을 것을 제하고 있으나 장래의 고를 지시키는 

에서 우리 헌법이 지하는 표 행 에 한 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ii) 부당한 표시․ 고인지 여부가 사법 차에서 가려지지 아니한 상황에

서 행정기 의 단만에 기 하여 면  지가 래된다는 에서 헌법

상 법 차원칙에 한 반이 아닌지가 논의된다.

  생각건 ,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 에 한 허가나 검열을 

으로 지하고 있으나, 표 행 에 한 모든 사 제한을 지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 지명령은 당 의 표시․ 고행 가 있기 에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57) 박해식,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상의 임시 지명령에 한 심결평석”, 

인권과 정의 281호 ( 한변호사 회, 2000. 01. ),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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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한 일반 인 규정을 두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일정한 요건 아래 외 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

한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임시 지명령도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하

여 불복이 있는 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임시 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면서 임

시 지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58) 임시 지명령에 한 신속한 

사법심사  구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시 지명령 제도 그 자

체가 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표시․ 고에 한 임시 지명령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한 사

제한이 아니라 표 행 에 한 사 제한이고 표 행 에 한 사 제한

은 일응 헌성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

을 기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비록 신속한 사법구제의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행정기 인 공정거래 원회의 단만으로 표시․ 고행 가 즉시 

단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원회가 법원에 표

시․ 고 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 지를 하도

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59)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 원회는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 고행 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7조 

1항 2호). 

  그러나 이에 하여는, 비슷한 취지의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

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7조60)  ‘법 반

58) 의 , 115면.

     반면, 임시 지명령에 한 이의는 행정소송 차가 아니라 비송사건 차법에 

의하여 재 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 4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

도가 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조항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를 배제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만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

지제도가 배제되는 것이라면 임시 지명령에 한 신속한 사법심사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임시 지명령제도의 헌성이 지극히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59) 미국에서는 연방거래 원회가 법원에 잠정  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 er)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15 U.S. C. § 5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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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공표’ 부분에 하여, 헌법재 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

정61)에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항부

분이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여 당해 행 자의 일반  행동의 자유  

명 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이라고 시

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도 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 소 결정은 법 반사실의 공표는 “형사재 이 개시되

기도 에 공정거래 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 으로 법 반을 단

정, 그 피의사실을 리 공표토록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범 한 조치로

서 앞서 본 입법목 에 반드시 부합하는 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고 하면서, 오히려 “'법 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

할 경우 입법목 을 달성하면서도 행 자에 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히 감소시키고 재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  효

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는 에 비추어 시정명령받

은 사실의 공표는 법 반사실의 공표와는 달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이 타당하다.

  한, 법원도  헌재결정 이 부터 “ 고가 구 ‘독 규제  공정거래

에 한 법률’에 반되어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

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

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고가  법률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

령을 받았다는 객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60) “공정거래 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지행 )의 규정에 반하는 행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하

여 당해 행 의 지, 법 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1) 례집 14-1, 49. 이 결정에 한 해설로는, 김승 ,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7조 헌소원 - 법 반사실 공표명령과 양심의 자유 -”, 헌법재 소결

정해설집 2002 (헌법재 소, 2003), 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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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에 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시하

을 뿐 아니라,62)   헌재결정 이후에는  헌재결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공표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면서, 공정거래 원회

가 기존의 ‘법 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으로 직권변경한 것은 법하다고 시하고 있다.63)

  3. 옥외 고물 등 리법

    가. 취지와 내용

  ‘옥외 고물 등 리법’은 “옥외 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

의 설치·유지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 풍치와 미풍양

속을 유지하고 공 에 한 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 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옥외 고물64)에 한 일반법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은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65)에 고물 는 게시시설(이하, ‘ 고

물등’)  통령령이 정하는 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는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62) 법원 1994. 3.  11. 선고 93 19719 결 (공1994, 1207).

63) 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결 (공2003상, 1203) ; 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결 (공2003하, 1633) 등 참조. 

64)  법에 의하면 옥외 고물은 “상시 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 에게 표시되어 

공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통령령이 정하는 교

통시설 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 ·입간 · 수막·벽

보· 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 제1항).  

65)  법에 의하면,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 리법에 의

한 보 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

하천  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 풍치의 유지  도시환

경의 보 을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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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치의 방법  기간 등 허가 는 신고의 기 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며(제3조 제2항), 미 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는 

공 에 한 해방지와 건강하고 쾌 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하여 통

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는 물건에는 고물 등을 표시 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다만 “ 혼상제 등을 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고물 등”, “미 풍치

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종교의식을 하여 표시하거

나 설치하는 고물 등” 등에 하여는  허가, 신고  고 지 등에 

한 규정은 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66) 

  한편, 구든지 “신호기 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

하는 형태의 고물 등”과 “기타 도로교통의 안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1. 범죄

행 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 하는 것, 2. 음란 는 퇴폐  내용 등

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해할 우

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고물  사행심을 불러일으

키는 것,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반되는 것”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한, 이에 반하여 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제18조 제1항) 는 500만 원 이하의 

벌 (신고하여야 할 고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경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나. 문제

     ( 1 ) 사 허가의 문제 

   법 제3조는 일부 고물에 하여 미리 행정 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

66) 그러나 그 경우에도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도

록 하고 있다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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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으로 지하는 언론에 

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일 부터 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 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67)은, 헌법 제21조 제2

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 에 방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 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제하면서, ‘옥외 고물 등 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물건에 

고물 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고물 등의 종류·

모양·크기·색깔, 표시 는 설치의 방법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고물을 사 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

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 허가·검열에 해

당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고, 나아가  조항에서 규제하는 옥외 고물

이나 게시시설이 방임될 경우 각양각색의 고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환

경과 국토경 이 크게 침해당하게 될 것이고, 고물 리를 사후 인 지

도·감독에만 의존하게 되면 효과 인 고물 리가 어려움으로 사 허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항은 고물  고시설이 제한

되는 지역을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고, 허가나 신고의 기 에 하여도 일

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제한을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 지원칙에 반되어 언론·출 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미 상의 이유 공공의 

안  등을 이유로 옥외 고물에 한 규제가 리 인정되고 있고,68) 헌법

67) 례집 10-1, 118.

68) 미국 연방 법원은 Members of the City Council of Los Angeles v. 

Taxpayers for Vincent, 466 U.S. 789 (1984) 결에서, 가로등 주에의 단 

부착을 지하는 시조례는 내용 립 이고 시간․장소․방법  규제로서 시각

 난장 을 감소시킨다는 의 심미  이익(aesthetic interest)을 하여 허용

된다고 시한 바 있다.

     한 일본에서도 일 이, 교량과 주에서의 단지 첩부를 지시킨 옥외 고

물조례가 문제된 사안에서, 高裁 1968.  12. 18. 大法廷判決(刑集 22권13호 

1549호, 判時 540호 81면)은, “  조례가 미 풍치를 유지하고 공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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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가 검열에 한 확립된 례의 입장에 따라  옥외 고물 등 리

법이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 모양, 크기 등과 설치 방법  기

간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한 것은 수 할 

수 있다. 다만,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표 행 에 한 사 허가임이 틀림없으므로 사실상 내용에 

의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 비사업용자동차에 하여는 타인의 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 옥외 고물 등 리법 시행령’  규정의 문제

  ‘옥외 고물 등 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자동차 가운데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

동차에 하여는 차량소유주 자신의 고이든 타인에 한 고이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차량외부에 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나

(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8호,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고를 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화번호, 자기의 

상표 는 상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제4항 제2호).

  그런데  조항에 따르면 비사업용자동차에 하여는 자신의 고만 할 

수 있을 뿐 타인의 고는 지되는 결과가 래되므로 이는 표 내용에 

따른 규제로서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해를 방지하기 하여 옥외 고물 표시의 장소  방법 나아가 옥외 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설치  유지에 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고, …… 국민

의 문화  생활의 향상을 목 으로 하고 있는 헌법 아래에서는 도시의 미 풍

치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를 保持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규제는 공공

의 복지를 하여 표 의 자유에 하여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 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시한 바 있다.  이 결에 한 평석으로, 西土彰一郞, “屋外廣告

物條例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別冊 No.186 憲法判例百選 (有斐閣, 2007), 

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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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결정69)은, 교

통수단을 이용한 고는 교통수단 소유자에 한 고에 한하여 할 수 있

도록 한 구 옥외 고물 등 리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70)의 헌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조항은 모든 고를 면 으로 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동차 소유자 자신에 한 내용의 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한 내용의 

고를 지하고 있고,  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한 고는 허용

하면서 타인에 한 고를 지하는 것은 일견하여 표 내용에 따른 규제

로 볼 수도 있으나,  조항이 자신에 한 고와 타인에 한 고를 구

분하여 규제의 기 으로 삼은 것은 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고행 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 과 도시미

을 해치지 않는 정한 수 으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므로, 표 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

  그 다면,  행 시행령조항은 합헌결정이 내려진 구 시행령조항보다 

타인의 고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범 를 확장한 것이므로  헌법재 소 

결정의 논리에 따른다면 역시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단된다. 

  4. 식품․의약품 고

    가. 고규제의 황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  향을 미치는 식품과 의약품에 한 고

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69) 례집 14-2, 856. 이 결정에 한 해설로는, 학선, “옥외 고물 등 리법 제3

조 제1항 제6호 등 헌확인 - 교통수단을 이용한 고와 표 의 자유 -”, 헌법

재 소결정해설집 2002 (헌법재 소, 2003), 777면 참조.

70) 이 규정은 그에 한 헌법소원이 헌법재 소에 계류 이던 2001. 11. 22. 통령

령 제17412호로 삭제되고 행 시행령과 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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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식품 생법 제11조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양표시, 제10

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의 원산지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에 하여는 허

표시 는 과 고를 하지 못하고,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

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양가·원재료·성분  용도에 하여도 한 같”

으며(제1항) “허 표시·과 고·과 포장의 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성 표시·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

품 표시· 고심의기 , 방법  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하여, “1. 질병의 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

함한다)의 표시· 고,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

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고” 등의 허 ·과  표시· 고

를 지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 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는 첨부 문서에 의학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고를 하여서는 아니 ……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는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하

여 거짓 고 는 과장 고를 하지 못”하며(제1항),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

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  방법을 사용하여 고

하지 못”하고(제3항),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는 수입업자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

에 하여 고하지 못”하며(제5항), “의약품 등의 고 범 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제6항)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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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약류 리에 한 법률’ 제14조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에 

하여는 의학 는 약학에 한 사항을 문 으로 취 하는 신문이나 잡지

에 의한 고외의 방법으로 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고에 한 기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문제

     ( 1 )  식품이나 의약품에 한 허 고나 과장 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음은 물론 국민의 보건에 커다란 해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함은 

당연하고, 허 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품과 의약품은 그 효능이 다르

므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경우 그 구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물

론 의약품으로 치료할 것을 식품으로 치료하게 됨으로써 할 치료시기

를 놓쳐 건강상에 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에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  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한 고의 규제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

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고의 규제가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상 그에 해당하는 고의 범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러한 고의 범 를 하 법령에 임한 경우 의약

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없는 진실한 고까지 포함하여 규정되어서

는 아니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법원과 헌법재 소

례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고’의 범 를 엄격하게 해

석하고 있다.

  한, 건강기능식품에 한 허 ․과장 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하여 사 에 그러한 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

에 한 사 심의는 우리 헌법이 으로 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

지 않는가 의심된다.71)

71) 이에 하여는 방송 고의 사 심의제와 함께 뒤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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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련 례

      (가) 식품에 한 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의 헌성이 문제된 

최 의 헌법재 소의 단은 헌법재 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

정72)이었다.

   사건에서 스쿠알  등 건강식품을 매하던 청구인은, 식품은 인체의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보완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훌

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고를 지하고 있는  식품 생법 제11조 제1항  ‘질병의 치

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

시 고’를 지하고 있는 식품 생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 ‘사람 는 동

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  향을 주기 한 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을 약품으로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식

품’에 하여는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는 방의 기능이 있다는 표시·

고를 할 수 없고 한 식품의 약리학  가치인 질병의 방·치료·경감·처

치기능과 효과를 일체 표방하지 못하도록 원천 으로 쇄하는 것이며 나

아가 식품의 약리  기능의 표시· 고를 지함으로써 헌법 제21조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는 의

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고”가 약사법 제2조와의 계에 비추어 

질병의 치료·처치· 방에 한 표시· 고 는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

 향을 다는 표시· 고를 뜻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식품의 약리  

효능에 한 표시· 고는 모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으나, 식품이나 식품에 함유된 양소도 경우에 따라 일정한 약리  작용

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  방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한 과학  연구성

과도 축 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어떠한 식품에 일정한 약리  효능

72) 례집 12-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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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면 그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수  향상

을 하여 필요한 일이므로,  법령조항을 그와 같이 식품의 약리  효능

에 한 표시· 고 부를 무조건 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불필요

하고 지나치게 포 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국민건강에 한 유

용한 정보를 사장시키고, 식품의 약리  효능에 한 연구·개발, 건강보조

식품 는 식이식품의 개발·개선  보 도 축시킴으로써, 오히려 국민

의 건강수 과 국가 체의 보건수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이러

한 결과는 이 사건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 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

업자 등의 업의 자유, 고표 의 자유 나아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고 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결정은  법령조항은 식품의 약리  효능에 한 표시·

고를 부 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표시· 고라 하더라

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

거나 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고하는 것까지 지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

료· 방 등을 직 이고 주된 목 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고하여 소비

자로 하여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 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 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하고, 그 게 한정 으로 

풀이하는 한  조항이 고표 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나) 한, 헌법재 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104 결정73)은, 건

강기능식품을 매하면서 의학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고를 하 다는 이유로 기소된 청구인이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하여 

의학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고를 지하는 구 

약사법 제55조 제2항( 행법 제61조 제2항)  그 처벌조항(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고표 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73) 례집 16-2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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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한 데 하여,  약사법 조항이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하여 

의학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고를 지함

으로써 식품에 하여 그 약리  효능에 한 표시· 고를 지하는 반면, 

식품 생법시행규칙은 건강보조식품의 신체에 한 식품 양학 ·생리학  

기능  작용의 표 을 허용하고 있는바, ‘의학  효능·효과’와 ‘식품 양학

·생리학  기능  작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 을 사용하여 처벌 여부

를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약사법 

조항의 ‘의학  효능·효과’와 식품 생법시행규칙의 ‘식품 양학 ·생리학  

기능  작용’이라는 표 은 약사법  식품 생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

계 조화  해석 등을 통해 법률 용단계에서 다의 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  

불명료성의 문제는 없으며,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 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  한계로 인하여 그 효능·효과의 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 고를 지해야할 합리 인 이유

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되지 않는다고 시

하 다.

  나아가  결정은, 헌법재 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을 인용

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하여 의학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고를 지하는 구 약사법 제55조 제2항( 행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식품에 한 건강 련 표시· 고가 일체 지되는 것

은 아니며, 식품 생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강

련 표시· 고는 약사법에 의하더라도 여 히 이를 할 수 있고,  조항은 

식품 등에 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사람

의 구조기능에 약리학  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의학  효능·효과 등이 있

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고에 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해

석되므로, 고표 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다) 한편, 법원 2005. 5. 14. 선고 2005도 1105 결74)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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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의 례취지에 궤를 같이 하여, 비빔밥을 문으로 하는 식당을 

경 하는 피고인이 그 홈페이지에서 비빔밥의 효능에 하여 게재한 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 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사회일

반인의 평균  인식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비록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에 하여 ‘암을 방, 간을 보호, 장기능 강화, 

비 를 편하게 하고, 해열, 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

과가 있으며, 고 압, 암 등의 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 을 쓰고 있

으나, 이는 체로 보아 비빔밥의 재료로 쓰이는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

사리, 표고가 가진 약리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 방 등을 ‘직 ’이고 ‘주된 목 ’으로 하 다고는 보기 어

려우며, 그 내용이 체 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 하는데 주안 이 있고,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인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 등이 가진 

여러 가지 약리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 으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을 홍보하는데 주목 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한 표시․ 고로 보

일 뿐이며, 사회일반인으로 하여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시하

다.

      (다) 끝으로, 헌법재 소 2000. 3. 30. 선고 99헌마143 결정75)은, ‘숙

취해소용천연차  그 제조방법’에 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청구인이, 식품

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 후’ 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 ’(1998. 10. 7.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1998-96호

74) 법률신문 2005. 4. 21.자 3면 (법원공보불게재). 이에 한 평석으로, 정완, “일반

식품에 한 과 고의 범   처벌기  - 특히 식품의 약리  효능 내지 유

용성에 한 표시․ 고와 련하여 -”, 인천법조 제7집 (인천지방변호사회, 

2005), 114면 이하 참조.

75) 례집 12-1,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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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 제7조『별지1』식품 등의 세부표시기  1. 가. 10) 카)에 의하여 

‘숙취해소용천연차’라는 표시를 못하게 됨으로써 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

었다고 주장한 사건에 하여,  조항은 음주로 인한 건강 해  요소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 하에 음주 후, 숙취해소 등 음주

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지하고 있으나, ‘음주 후’, ‘숙취해소’라는 표

시는 이를 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식품에 숙

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지하면 숙취해소용 식

품에 한 정확한 정보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숙취해소용 식품을 개

발하기 한 연구와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를 래하므로,  규정은 숙취

해소용 식품의 제조· 매에 한 업의 자유  고표 의 자유를 과잉

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시하 다. 

  5. 문가 업에 한 고

    가. 규제내용

  우리 법은 의사, 변호사 등 문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

려하여 그들의 업에 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 1 ) 의료법

  먼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부개정)은 제56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  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한 고를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의 주체를 제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 제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한 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고, 3. 다른 의료기 ·

의료인의 기능 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고, 4.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  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고, 5. 수술 장면 등 직 인 

시술행 를 노출하는 내용의 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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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작용 등 요한 정보를 락하는 고, 7. 객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는 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 되는 고, 9. 제57조

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고, 10. 

그 밖에 의료 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한 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

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제2

항)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고”(제3항)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고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방송’ 는 ‘국민의 보건과 건

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방법을 제

한하고 있으며(제4항),  지되는 의료 고의 구체 인 기  등 의료 고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한, 의료법인·의료기 ·의료인이 의료 고를 하려면 미리 고의 내용

과 방법 등에 하여 보건복지부장 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제57조 제1항), 

 고 지조항이나 심의규정을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9조).

     ( 2 ) 변호사법

  변호사법도 의료법과 비슷하게 고를 규제하고 있다.

  즉,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는 법

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자기 는 그 구성원의 학

력·경력·주요취 업무·업무실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

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 변호사의 업무에 하여 허 의 내용을 표시

하는 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

하는 내용의 고, 3. 객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의 고, 4. 소비자로 하여  업무수행결과에 하여 부당한 기 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고,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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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는 내용의 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 를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고, 7. 그 밖에 고의 방법 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

성 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한변호사 회가 정하는 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 제3항은 변호사 등의 고에 한 심사를 하여 한변호사 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고심사 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4항은 고심사 원

회의 운  그 밖에 고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변호사 회가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13조 제1항은 “제2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반

하여 고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고 지규정을 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

항은 없고, 나아가 고의 사 심의를 의무화하거나 사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한 고행 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이 의료 고의 경우와 구별

되는 이다.

    나. 연   문제

     ( 1 ) 의료 고의 규제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1973년까지 문과목의 표방이나 진료과목의 표시 

이외에는 의료 고가 면 지되었었다.76)  

  그런데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 46조는 제1항

에서 허  과 고를 지하는 규정을 두고 제3항에서 “특정의료기 이나 

76) 컨 , 국민의료법(1951.  9. 25. 제정 법률 제221호) 제42조(“의료업자는 구든

지 조의 규정에 의한 문과목의 표방 이외의 학 ·기능·약효·진료방법 는 

경력 기타에 하여는 고를 할 수 없다.”; 구 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

호로 문  법명개정되고 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

37조(“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은 그 의료업 는 조산업에 하여 

조의 규정에 의한 문과목의 표방  진료과목의 표시 이외에 학 , 기능, 약

효, 진료 는 조산방법, 경력 기타의 고를 하지 못한다. ② 구든지 특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는 조산원의 기능, 약효, 진료 는 조산방법, 경력이

나 특정의료에 하여 인쇄물, 방송 는 에 하여 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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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는 약효 등에 한 

고”를 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4항에서 “의료업무에 한 고의 범  

기타 의료 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일부범 의 의료 고를 허용하도록 하 고, 같은법 시행

규칙은 제33조에서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그 면허의 종류, 2. 

진료과목( 문의의 경우에는 그 인정받은 문과목으로 한다), 3. 의료기

의 명칭  그 소재지와 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에 하여 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고는 일간신문·의료 계 문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연구소 등의 기 지  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되, 일간신문에 의한 고는 월 1회를 과할 수 없으나, 의료기 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는 이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그후 의료 고의 허용범 는 차 확 되어, 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3

조는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그 면허의 종류, 2. 문과목  

진료과목, 3. 의료기 의 명칭  그 소재지와 화번호  인터넷 홈페이

지 주소,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 의료 문인력·시설·장비 등 응 의료

시설 운 에 한 사항, 6. 약진료의 진료시간· 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

목등에 한 사항, 7. 야간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

에 한 사항, 8. 주차장에 한 사항, 9. 의료인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한 배치비율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

경력, 11.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한 사항, 

12.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  평가결과”에 

하여 고할 수 있고(제1항), 그 고는 텔 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

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되, 일간신문에 의

한 고는 월2회를 과할 수 없고(제2항), 의료기 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

업·폐업 는 이 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반면, 의료법상 고 지 상조항은 2002. 3. 30. 법률 제6686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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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의하여 “특정의료기 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

나 약효 등”로 축소되어 경력 고가 허용되었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

로써 고 지 상이 행과 같이 10개 사항으로 규정되고 방송 등에 의한 

고가 지되었다.

  한편,  ‘특정의료기 이니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한 고를 

지한 구 의료법조항에 하여는, 헌법재 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

3 결정77)에서, 비록 의료 고가 문 이고 기술 인 역에 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로 하여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

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 의 자유와 업의 자유의 상이 된 상업 고에 한 규제가 입법목

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하여 헌이라고 시한 바 있다.78)

  생각건 , 의료 고를 규제할 필요성은 허  는 과장 고로부터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허 ․과장 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학상 안

77) 례집 17-2, 189. 이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한 진료방법을 

게재하 다가 진료방법에 한 고 지규정을 반하 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안과의사가  조항의 헌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헌법재 소에 헌제청을 

한 사안에 한 것으로,  결정에 한 해설로는, 이명웅, “의료법 제69조 등 

헌제청”, 헌법재 소결정해설집 2005년 (헌법재 소, 2006), 473면 이하 참조.

78) 한, “의료업무에 한 고의 범  기타 의료 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하여, 헌

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4 결정(헌재공보 130, 18)은, 임되는 내용이 허용

되는 의료 고의 범 인지, 지되는 의료 고의 범 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하

법령에 규정될 의료 고의 범 에 한 내용이 한정 인 것인지, 시 인 것

인지도 불분명하고  조항이 임하고 있는 내용이 고의 내용에 한 것인

지, 차에 한 것인지 그 임의 범 를 특정하기도 쉽지 아니하여, 통상의 사

람에게는 물론 법률 문가에게도 하 법령에서 어떤 행 가 지될 것인지에 

하여 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 임입법 지 원칙

에 반된다고 시한 바 있다. 그러나, 행 의료법 제46조 제5항은 “제1항 

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되는 의료 고의 구체 인 기  등 의료 고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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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검증되지 않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한 고로 인한 불필

요한 의료행 나 의료사고를 방지하며, 나아가 환자유치를 한 무분별한 

고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 는 국민  총 의료비의 증가

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의료 고에 한 과도한 제한은 새

로운 의료인들이 자신의 의료행 와 련한 고와 선 을 할 기회를 배제

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래할 수 있음을 유

념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결정을 계기로, 행 의료법은 의료 고에 하여는 종래 포

으로 지하고 외 으로만 허용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허용범 가 폭 

확 되었으나 아직도 헌의 소지가 완 히 제거되었다고 단언하기 힘들

다. 컨 , “다른 의료기 ·의료인의 기능 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의 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나 “수술 장면 등 직 인 시술행

를 노출하는 내용의 고”(같은 항 제7호)  방송 고(같은 조 제4항)가 

면 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79) 나아가 고에 한 

사 심의제도는 헌법상 지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있

다.

  그리하여, 의료 고에 한 고규제는 폭 완화하고 변호사 고와 같

이 회에 의한 자율규제로 환하거나80) 는 의사 회 등에 의한 인증제

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81) 등이 주장되고 있다.

     ( 2 ) 변호사 고의 규제  

  의료법과는 달리 변호사법은 당  명시 으로 고를 지하는 조항을 

79) 문가 직업시장에서 비교 고 내지 증언에 터잡은 고들을 경험 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 으로 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  비

용이 심히 클 것이라고 비 하는 견해로는, 강인철, “ 문가 직업의 고규제에 

한 법경제학  고찰”, 재 자료 103집  외국사법연수논집(23) (법원도서 , 

2003), 142면 참조.

80) 박민, “의료 고의 황과 문제  :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으

로”, 공법이론의 제문제 : 천 석종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 사, 2003), 

948면.

81) 이호용, “의료 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한 법  검토”, 인권과 정의 317호 (

한변호사 회, 2003),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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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아니하 다. 그리하여 고행 가 형사상 처벌되지는 아니하 다. 그

러나 변호사 회의 회칙을 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회칙

상 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이를 반한 경우 징계의 

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문개정된 변호사법은 처음으로 

고에 한 규정을 두었다. 즉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법무법인 는 공

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자기 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 업무·

업무실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

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 한변

호사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에 하여 고매체의 종류, 고회

수, 고료의 총액, 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다.82) 그

러나 이에 한 형사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여 고제한규정의 반은 징

계사유에 그치는 것이었다. 

  그후 2007. 1. 26. 법률 제8271호로 개정된 행 변호사법은 앞서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에 지되는 고의 유형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그  일부

에 하여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지되는 고의 유형

을 법률에서 명시하여 포 임입법이란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에서 진

일보한 것이지만, “변호사의 업무에 하여 허 의 내용을 표시하는 고”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의 고”에 하여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자율  규제를 포기한 것은 아

쉬운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2)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 하여는,  규

정과 한변호사 회의 고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역에 부착한 고의 철거를 명

받은 법무법인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소원제기 후 련 규정이 면 개정되어 당해 고가 허용됨으

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헌재 2002. 7. 18. 2000헌마

490, 공보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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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방송 고사 심의제도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앞서본 바와 같이 우리 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고(‘건강기능

식품에 한 법률’ 제16조)  의료 고(의료법 제57조 제1항)는 당국의 사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를 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

고, 방송법 제32조는 제2항에서 “[방송 원회는] 통령령이 정하는 방송

고에 하여는 방송되기 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 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고

에 해서 ……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 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08조 제1항에서  제32조 제4항을 반

한 자에 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에 한 사 심의제도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으로 지하는 ‘언론, 출 에 한 사 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

는가가 문제되는바, 아래에서는 방송 고사 심의제도를 심으로 이를 살

펴보기로 한다.83) 

  2. 검열의 의미와 요건

  우리나라 헌법재 소의 례에 의하면,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계

없이 실질 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

에 방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 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 검열은 

83) 방송 고사 심의제도가 헌이라고 하며 3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제

소기간이 도과되었다거나(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례집 10-2, 716), 기본

권침해의 직 성이 없다거나(헌재 2004.  12. 21, 2004헌마945, 미공간), 이미 심

을 거친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헌재 2005. 1. 25, 2005헌마4, 미공간) 모두 

각하되어 헌여부에 한 단을 받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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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으로 지된다고 한다.84)  

  나아가, 검열 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 인 규제를 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 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 심

사만을 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1) 일반 으로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  (4)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85)

  3. 방송 고사 심의제도의 구조

  한편, 와 같은 방송법 규정에 따라 1987년경부터 방송 고를 직  사

심의해 오던 방송 고 원회는 2000. 7. 8. 방송법 제103조 제2항86)에 의

거 사 심의업무를 민간기구인 한국 고자율심의기구87)에 그 업무를 탁

하여, 재는 한국 고자율심의기구가 방송 고를 심의하고 있다.88)

  방송법 제33조 제1항89)에 의거하여 제정된 방송 고심의규정에 의하면, 

방송 원회(즉 업무를 탁받은 한국방송 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신청을 

84)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12, 222; 헌재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395, 402; 헌재 1997. 3. 27. 97헌가1, 례집 9-1, 267, 271; 헌재 

1998. 2. 27. 96헌바2, 례집 10-1, 118, 125-126.

85)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례집 8-2, 212, 223; 헌재 1996. 10. 31. 94헌가6, 

례집 8-2, 395, 402-403 등.

86) “방송 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고물의 사 심의에 련된 업

무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탁한다.”

87) 한국 고자율심의기구는 1991. 3. 27. 한국 고단체연합회주 으로 8개단체가 참여

하여 설립된 기구로 1993. 11. 10. 사단법인설립인가를 받아 1994. 6. 20.부터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고심의를 해왔다http://www.karb.or.kr/intro/intro01_03.asp 

참조.

88) 방송 고심의제도의 변천과 방송 원회에서 한국 고심의자율기구로의 업무 탁

경 에 하여는, 조병량, “한국 방송 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한 연구”, 고학연구 13권 2호 (한국 고학회, 2002), 77면 이하; 성욱제/김 주, 

“방송 고심의제도개선방안연구” (방송 원회, 2006), 21면 이하 참조.

89) “ 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심의하기 하여 방송심의에 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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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규정 제48조 제1항), 그 의결은 

‘방송가’ 는 ‘방송불가’이나(규정 제50조 제1항), 경미한 자료의 확인 는 

입증이 필요한 때나 방송 고물의 부분 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

을 붙여 방송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규정 제50조 제3항). 

  4. 방송 고사 심의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

  방송 고사 심의제도는, (1)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방송 고가 

방송되기 해서는 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헌재 결이 규정하는 검

열의 요건  “일반 으로 허가를 받기 한 표 물의 제출의무”라는 요건

을 충족하고, (2) 방송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방송

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 의 

지”라는 요건 한 충족하며, (3) 방송법 제108조 제1항에서 사 심의를 받

지 아니한 고를 방송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차를 

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한, 방송 원회가 비록 독립성이 보장된 기 이라고는 하나 그 원을 

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인 구성이 으로 국가기 에 의존하고 있고 

직무성격도 방송행정을 포 으로 심의 의결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있어 방송 원회는 실질  의미에서 행정기 의 성격을 가지므로, 방송

원회가 직  사 심의 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라는 검열의 마지막 요건까지 충족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90)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이 재 방송 원회는 방송 고의 사 심의업무를 

민간기구인 한국 고자율심의기구에 탁하고 있으므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가 아니어서 검열로 볼 수 없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국 고자율심의기구는 2006. 3. 재 고계 6개 단체, 언론계 5개 단

90) 정환, “방송 원회의 방송 고에 한 사 심의․의결의 헌성여부”, 헌법학

연구 제12권 3호 (한국헌법학회, 2006), 542-543면; 권 설, “방송심의제도의 헌

법문제”, 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헌법학의 황과 과제 (박 사, 

1998), 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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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학계 6개 단체, 기타 3개 단체 등 20개 단체를 회원단체로 하고 각 회

원단체에서 1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총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를 통해 회

장, 부회장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고심의를 하여 지상 를 담

담하는 제1 고심의 원회,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제2 고심의 원회, 인쇄

출 을 담당하는 제3 고심의 원회 등 3개의 고심의 원회를 두고 있

다.91)  

  그리하여 한국 고자율심의기구는 완 한 민간단체로서 그 구성에 있어 

방송 원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운 에 있어서도 방송 원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가 아니어서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견해92)가 있다.

  그러나, 설사 한국 고자율심의기구가 구성에 있어 방송 원회로부터 독

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기 에 속하

는 방송 원회의 사 심의업무를 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이상 그 범  내

에서는 행정청으로서의 지 를 가지게 되고93) 나아가 한국 고자율심의기

구가 방송 고의 사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방송 원회가 방송법에 의거하

여 제정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야 하는 에서  한국 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 역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 심사 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94)

91) 성욱제/김 주, 앞의 , 62면 참조.

92) 이승선, “방송 고사 심의제도의 헌법  고찰”, 한국 고홍보학보 6-2권 (한국

고홍보학회, 2004), 228면.

93) 이처럼 행정기 으로부터 공무를 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는 강학상 公

務受託私人이라고 하며, 공무수탁사인과 제3자와의 계는 공법상의 법률 계로

서 공무수탁사인은 외부 으로는 공행정임무를 수행하는 한 제3자에 하여 독

립된 행정주체로서 활동을 한다고 본다(정하 ,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

연구 30집 1호 (한국공법학회, 2001), 463-464면 참조).

    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도 “이법을 용함에 있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

하여 행정기 의 임 는 탁을 받은 행정기 , 공공단체  그 기  는 

私人이 포함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 차법 제2조 제1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94) 문재완, 앞의 , 59면; 조병량, 앞의 , 79면; 강유정, “방송 고의 법  규제에 

한 헌법  정당성과 한계”,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6),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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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물등 원회에 의한 화등 분류보류제도가 검열에 해당하

는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 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95)

이, 상물등 원회는 각 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 ·단체

에서 선정한 사람을 한민국 술원회장이 추천하여 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어 원회 구성에서 행정권이 조 이라도 향을 미칠 여지가 없

고, 공연법의 입법취지  법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상물등 원회

는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기 이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하여, 상물등 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등 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

성이 보장된 기 이라 할지라도, “심의기 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 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모

든 형태의 심의 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제일 뿐”이므로 그것이 검열기

인가 여부를 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 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

가에 의하여 검열 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

기 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 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화진

흥법이 정한 등 분류보류제도의 법  성격이 바 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96)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소결

  방송 고는 다른 인쇄물 고와는 달리 희소한 자원인 를 이용한 

고이고, 한 일방 으로 가정에까지 달되어 사회  향력이 크고, 수용

95) 례집 13-2, 134.

96) 례집 13-2, 134, 150. 나아가, 헌법재 소 2006. 10.  26. 선고 2005헌가14 결정

( 례집 18-2, 379) 한,  시를 인용하면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 법률에 의한 상물등 원회가 각 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원 모두가 비상임 원으로서 무보수 명 직이며 임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고 과거

와 달리 문화 부장 에 한 심의결과 보고의무  문화 부장 의 원장

ㆍ부 원장 승인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회의 구성방법  차가 원회에 

의해 자율 으로 정해진다는 에서 형식 , 실질 으로 완 한 민간자율기 이 

된 것이어서 검열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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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어 청소년에게까지 선정 인 고가 그 로 달

될 수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규제기구가 제 로 작동되지 아니

하고 있고, 나아가 고의 주기가 짧아 사후 인 규제로는 그 목 을 제

로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을 감안하면 방송 고에 한 사 심의제도는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검열을 으로 지하고 있는 이

상 방송 고에 한 사 심의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장 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방송 고에 한 검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 방송 고의 사 심의제도는 폐지하고 방송사 는 고업

계의 자율 인 사 규제에 맡기되 방송 원회가 일반방송 로그램처럼 사

후심의를 하는 체제로 환하여야 할 것이고, 어도 사 심의제도를 존속

시킬 경우는 ‘방송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등 분류제도처

럼 고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에 따른 등 분류만을 하고 청소년보호 등

을 하여 방송시간 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97)으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단된다.

VI.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아니하는 고의 발신 규제

 

  1. 문제의 소재

  화 는 팩스를 이용한 고발신, 휴 폰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을 

이용한 스팸메일 발송 등 수신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가 범람하고 있

다.

97) 우리 헌법재 소는, 검열 지의 원칙은 모든 사 심사를 지하는 것이 아니며, 

심의기 에서 허가 차를 통하여 화의 상  여부를 종국 으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화의 상 으로 인한 실정법 반의 가능성

을 사 에 막고, 청소년 등에 한 상 이 부 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

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 을 심사하는 것은 사 검열이 아니라고 

시한 바 있다. 헌재 1996.  10. 4, 93헌가13, 례집 8-2, 212,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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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인하여 수신자인 개인은 사 인 공간에서도 원하지도 않은 고

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화응 나 스팸메일 

삭제를 한 시간낭비가 래되며, 불필요한 팩스를 수신함에 따른 용지나 

잉크요   스팸메일 검색을 한 인터넷사용요  부담 등 경제  손실도 

입게 되며, 스팸메일로 메일사용한도가 과되어 막상 필요한 정보수신은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인터넷서비스제공

자(ISP)는 스팸메일이 과도하게 서버의 용량을 차지하여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를 삭제하기 하여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더 큰 

용량의 서버를 마련해야 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원하지 않는 고발신에 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응하여 련법규가 정비되어가고 있다. 그

런데 행 규제는 한 것인가 헌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2. 스팸메일 등에 한 규제 방식

  스팸메일 등에 한 규제의 방식으로는, (1) 수신자가 사 에 수신을 동

의한 경우에만 고성정보의 발신을 허용하는 방식 즉 옵트인(Opt-In, 수

신선택제) 방식과, (2) 수신자의 사 동의가 없더라도 고성 정보를 발신

할 수 있으나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즉 옵트아웃(Opt-Out, 수신거부선택제) 방식이 있다.

  옵트인 방식이 수신자의 권익보호에는 충실하나, 방문 매나 우편 고, 

단지배포 등 오 라인 상에서의 고행 에 하여는 아무런 사 동의가 

필요 없는 에 비추어 사업자의 고표 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가 있고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고정보의 수신이 근본 으로 차단

당하여 자유로운 정보교류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은 

사업자의 표 의 자유나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충실히 보장하는 장 이 있

으나 원치않는 고를 검색하고 삭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수신거부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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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른 비용까지 수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특히 자우편의 

경우 발송비용이 거의 들지 아니하므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계

속 발송하거나 발신자ID를 바꿔가며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 스팸메일방지나 

감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우려가 있다.98)  

  한편, 고성정보의 발신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신자가 쉽게 고임을 

악하고 수신거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성정보에 발신자 등에 

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라벨링(Labelling) 방식이라 한다.

  3. 스팸메일 등에 한 규제 황

  우리나라에서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는 고발신에 한 규제는 1999. 2. 

8. ‘정보통신망 이용 진 등에 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 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리목 의 고성 정보

를 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서 이에 반한 자에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것이 시 라고 

한다.99) 이처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옵트아웃방식을 채택하 고 이후에도 

이러한 기본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한편,  법률은 2001. 1. 16. 법률 제6360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로 문개정되면서 제50조 제1항에서 

“ 구든지 수신자의 명시 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자우편으로 송하고자 하는 자는 “1. 송목   주

요내용, 2. 송자의 명칭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한 사

항을 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옵트아웃방식에 한 보

완으로 라벨링방식을 처음 도입하 다.

98) 김민 , “스팸메일 -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가”,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

법학회, 2002), 491-494면; 황성기, “스팸메일규제에 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

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275-276면 참조.

99) 황성기, 앞의 ,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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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된  법률은 제50조 제2항에서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자우편으로 송하고자 하는 자가 명시할 사

항에 “ 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추가하고, 제3항 본문에서 “ 화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리목 의 고성 정

보를 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

는 때에 고성 정보임을 먼  밝 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화 고에 

해서도 라벨링방식을 도입하 다.

  나아가, 2004. 12. 30. 법률 제7260호로 개정된  법률은 제50조 제2항에

서, “1. 재화  용역의 거래 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  연락처를 수

집한 자가 그가 취 하는 재화  용역에 한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100) 에 의한 고  방문 매등에 한법률 제6조 제3항의 규

정101)에 의한 화권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화·모사 송기

기에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화, 팩스 고에 하여는 원칙 으로 

옵트인방식으로 환하 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스팸메일 등 고성정보에 하여 옵트인방식과 옵트

아웃방식이 혼용되고 있고, 라벨링방식도 보충 으로 채택되어 있는 셈이

다.

100) “통신 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한 청약을 받을 목 으로 표시· 고를 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표자 성명

      2. 주소· 화번호· 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01) “방문 매자 는 화권유 매자(이하 ‘방문 매자 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는 화가 매의 권

유를 한 것임과 방문 매자 등의 성명 는 명칭, 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내용을 밝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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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팸메일 등 규제의 정당성과 헌 여부

    가. 규제의 필요성

  앞서본 바와 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화 고, 팩스 고, 자우편을 이용

한 스팸메일 등은 비록 헌법상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된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스팸메일 등은 모두 수신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을 수신자에게 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계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

가 있고 한 그 규제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규제의 정도에 하여는, 충돌하는 두개의 법익 즉 한편에서는 

발신자의 상업  표 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와 다른 한편 수신자의 

사생활보호  수신자와 련자의 재산권보호라는 법익형량이 필요하고 두 

법익이 조화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나. 화, 팩스 고의 옵트인 방식에 한 논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법상 화 고  팩스 고에 하여는 원칙 으

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하여는 일반 우편 고나 단

지배포의 경우 수신자의 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폐해가 

더 크다고 할 스팸메일에 해서는 옵트아웃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고표 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이라는 주장102)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화 고는 화벨이 울려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고 바로 그 

시간에 화를 받아 확인해야만 하므로 모아 두었다가 편리한 시간에 확인

할 수 있는 우편 고나 단지배포와 비교하여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크

고, 팩스 고 한 수신으로 인한 소음과 수신용지등으로 인한 수신자의 

102) 이를 명시 으로 주장하는 문헌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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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과 당해 고 수신도 에는 다른 요한 팩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에서 우편 고나 단지배포로는 래되지 않는 손실을 입게 되는 

, 자우편의 경우 수신자가 편한 시간을 택하여 열어볼 수 있고 발신자

에게 고성메일여부에 한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면 검색  필터링기술

을 이용하여 수신을 원천 쇄하거나 제목만 보고도 삭제할 수 있는 에서 

화 고나 팩스 고에 비하여 수신자의 권익침해의 정도에 큰 차이를 보

이므로103) 그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104)   

  나아가 행 법률이 화 고와 팩스 고에 하여 면 인 옵트인 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  용역의 거래 계를 통하여 수

신자로부터 직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 하는 재화  용역에 

한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 고가 필수

인 업수단이 되고 있는 통신 매업자나 방문 매업자에 하여는 외

로 하고 있는 에서 행 법률에 의한 화 고  팩스 고에 한 옵트

인 방식은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양 법익의 균형과 조화를 기한 한 

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5)

103) 화나 팩스를 이용한 스팸 고와 자우편을 이용한 스팸메일과의 침해의 정

도에 한 차이에 하여는, Joseph Dean Findley , “The Do-Not-Call 

Registry and Its Overwhelming Support: This Time Congress Really 

Means”, 5 Wy oming Law Review 605, 634 (2005) 참조.

104) 미국의 화소비자보호법은 수신자의 사  동의 없이 자동 화다이얼시스템이

나 사 녹음된 음성을 이용한 화 고 발신  리성 팩스 고발신을 지하

고 있는데(47 U.S.C. §227), 그  녹음된 음성을 이용한 화 고부분에 하여

는 1995년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표 에 한 합헌 인 ‘시간, 장소, 방법상의 

규제’로 선언하 고 연방 법원에서는 상고심심리를 한 이송명령신청을 기각

하 으며(Moser v. FCC, 46 F.3d 970 (9th Cir. 1995), cert. d enied 515 U.S. 

1161 (1995)), 팩스 고부분에 하여는 200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고비

용의 소비자 가  소비자의 팩시 리사용방해를 감안하면 표 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되었고, 연방 법원 역시 이송명령신청을 기각

하 다 (Missouri ex rel. Nixon v. American Blast Fax, Inc., 323 F.3d 649 

(8th Cir. 2003), cert. denied  sub nom.  3 Fax.com, Inc. v. Missouri ex rel. 

Nixon, 540 U.S. 1104 (2004)). 이러한 례들에 한 분석으로, R.  Michael 

Hoefges, “Tel emarketing Regulation and the Commercial Speech Doctrine”, 

32 Journal of Legislation 50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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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화 고의 경우에는 옵트아웃방식을 취하되 국가가 리하는 수

신거부자명부(do-not-call-registry)에 등록하면 발신자가 이를 검색하여  

화번호로는 고 화를 발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106)도 고려할 만하

다고 생각된다.

  5. 스팸메일에 한 옵트아웃 방식의 문제

  앞서본 바와 같이 우리 행법은 자우편을 이용한 스팸메일에 하여

는 옵트아웃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하여는 옵트아웃 방식의 

스팸메일규제로는 수신자에게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며 발신

자가 수신거부의사의 수를 회피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여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유럽연합(EU)에서도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107) 등에 비추어 옵트인 방

식으로 환하여야 한다는 견해108)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105) 미국도 2005년 정크팩스방지법을 통하여 종  명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팩

스 고발신을 허용하던 엄격한 입장에서, 확립된 거래 계가 있는 경우  수

신자가 자신의 팩스번호를 공공에 유포함에 자발 으로 동의하 다고 볼 수 있

는 화번호부, 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그 번호를 입수한 경우에는 옵트

아웃방식으로 환하 다(47 U.S.C. § 227). 이 개정법에 한 비 인 논의로, 

Michael R. Laudino, Comment, “To Fax or Not to Fax: Analysis of the 

Regul ations and Potential Burdens Imposed by  the Junk Fax Prevention Act 

of 2005”, 37 Seton Hall Law Review 835 (2007) 참조.

106) 이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2004년 재 5,000만개의 화번호가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며 통신 매업자가  제도가 상업  표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제소한 사안에 하여 2004년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제도가 합헌이라고 시하 고 연방 법원은 상고심심리를 한 이송명령신

청을 기각하 다. Mainstream Marketing Services, Inc. v.  FTC, 358 F.3d 

1228 (10th Cir. 2004) cert. d enied 543 U.S. 812 (2004) 참조.

107) 2002. 7. 12.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확정되어 2003. 10. 31. 부터 시행되는 

‘E-Privac y지침’ 제13조 제1호는 “직 인 마 을 목 으로 인간의 여없

는 자동 화발신시스템, 팩시 리 는 자우편을 사용하는 것은 사 에 동의

를 한 가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다만 상품 매 는 서

비스제공의 일환으로 이메일에 한 상세정보를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경우에 

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08) 컨 , 김민 , 앞의 , 495면; 이부하, “인터넷과 헌법상 쟁 들”, 인터넷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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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옵트아웃 방식에 의한 스팸메일규제가 제 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수신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스

팸메일을 발신하는 것은 그 자체 불법 인 행 로서 설사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사 동의도 받지 않고 스팸메일을 발신하는 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옵트아웃 방식의 결정  결함이 될 수는 

없다. 

  한 자우편은 화 는 팩스 고에 비하여 수신자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정도가 비교  덜하고 자우편에 하여는 검색 는 필터링 등 기

술  장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 미국109), 일

본110)에서도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등에서 오히려 옵트인 방

식이 발신자의 고표 의 자유나 수신자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험성이 있다는 견해111)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자우편을 이용한 스팸메일에 한 규제는 옵트아웃 방식을 유지

하되, 라벨링 방식을 강화하여 스팸메일의 발신자 추 이나 필터링을 용이

하게 하고, 수신거부의사표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112) 일단 수신거

22호 (법무부, 2004), 154면. 

109)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CAN-SPAM Act), 15 U.S.C. §7704(a)(4).

110) 特定電子メールの 信の適正化等に關する法律 第4條 (“ 信 は,その 信をした

特定電子メールの受信をした であって,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定電子

メールの 信をしないように求める旨(一定の事 に係る特定電子メールの 信を

しないよう に求める場 合にあって は, その旨) を当該 信 に対して 通知したも の

に対し,これに反して,特定電子メールの 信をしてはならない.”).

111) 박지 , “스팸메일에 한 ‘Opt-In’ 규제방식에 한 소고”, 법학연구 14권 2호 

(연세 학교법학연구소, 2004), 151면; 유의선, “인터넷상의 스팸메일 법  규제 

정비방향 - 련 법익간의 연계성 분석을 심으로 - ”, 한국언론학보 46-3권 

(한국언론학회, 2002), 176면; 황성기, 앞의 , 276면.   

112) 미국에서는 연방거래 원회(FTC)로 하여  스팸메일 거부 자우편 주소목록

(do-not-e-mail-list)을 작성 비치하여 수신자가 이에 한번 등록만 하면 모든 

사업자가 스팸메일 발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15 U.S.C. §7708),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스팸메일 거부 자우편 주소목록은 그 주소가 정확하고 수신자가 실제로 사

용하는 주소라는 것을 밝 주는 것이므로 불법 인 스팸메일 발신자에게는 오

히려 좋은 표 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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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사가 표시된 다음에는 다시 스팸메일을 발신하는 일이 없도록 법집행

을 철 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한다.

VII. 고매체  출연자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허  는 과장 고로 인한 피해자는 그 고가 실린 매체를 운 하는 

자 는 고출연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하여는 원래 고는 그 성질상 고매체가 고주에게 지면 는 

시간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매체는 그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

로 야하고 한 통상 고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이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상품등의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 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가 스스로 고내용을 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고 고매체나 출연자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상품등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매체나 출연자가 그 고로 인하여 수입을 

얻고 있으니만큼 고매체업자나 출연자도 고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함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113)

  2. 외국의 입법례 등

  먼  독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제6항에서 “정기간행물의 편집

자, 발행자, 인쇄자 는 매자에 해서는 제3조에 한 반행 가 있더

라도 간행된 표시가 기만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매체의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113) 손수진, “부당 고의 규제에 한 연구 -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을 

심으로 - ”, 한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6),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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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며, 포르투갈 역시 고에 한 명령 제33조 제1항에서 고매체업

자도 고내용에 하여 원칙 으로 고 리인과 공동하여 민사책임을 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으로 고가 허 , 부실이라는 것에 해 

알고 있었거나,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하지 않은 경우 매체사업자에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

는 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114)

  한편, 미국에서도 고매체가 고의 내용에 하여도 책임을 지는 경우

가 지 아니한바, 의견 고로 인하여 명 를 훼손당한 피해자에 하여 

민사책임을 짐은 물론115)  심지어 청부살인으로 연결된 구직 고를 실은 잡

지회사에게 피해자의 유족에 한 민사책임이 인정된 사례116)도 있다. 

한 미국의 연방거래 원회(FTC)는 고에 출연하여 제품을 보증선

(endorsement)하는 유명인사는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 을 것과 그 내용

이 진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부화장품 고에 출연한 유명가수 팻 

분이 그 고에서 사실과 다른 보증선 을 하 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하

고 투자회사 고에 출연하여 사실과 다른 보증선 을 한 유명배우들이 

투자피해자들로부터 제소당하여 재 상 화해를 한 사건도 있다.117)  

  나아가, 일본에서는 신문에 게재된 아 트분양 고를 믿고 고주와 계

약을 맺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그 신문사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

114) 의 , 119면.

115) 이른바 실  악의의 법리(actual  malice rule)를 제창하여 미국 명 훼손법의 

기념비  례로 평가되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결도 뉴욕타임즈신문에 실린 고내용에 한 신문사의 책임을 묻는 

사건이었다. 

116) Braun v. Sold ier of Fortune Magazine, 968 F.2d 1110 (11th Cir. 1992). 이 

결은 ‘고용을 기다리는 총잡이(gun for hire)’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 문 傭兵

(professional mercenary)’으로 소개하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고를 한 

것이 문제된 건으로, 법원은  고는 문면상 고주가 총을 사용하는 불법

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실질  험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를 그 로 

게재한 잡지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문면상 공

에 해를 가할 실질 인 험이 있음이 명백한 고’를 게재한 데 하여 책임

을 묻는 것은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하 다.

117) Wayne Overbeck, Major Principl es of Media Law (Harcourt, 2002), 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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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사건에 한 高裁判所 1989. 9. 19. 결118)은, “신문 고 …… 에 

한 신뢰는 높은 정보수집능력을 가지는 당해 신문사의 보도기사에 한 

신뢰와 무 계한 것이 아니고 고매체업무에 종사하는 신문사 …… 로서

는 신문 고가 가지는 향력이 큰 에 비추어 고내용의 진실성에 의심

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독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

음을 견하거나 는 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실성을 조사 확인하여 

허 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라고 시하면서, 

다만  고게재 당시 고주가  건물을 공할 의사나 능력이 결여되

었다는 등 고내용의 진실성에 하여 사회통념상 의혹이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인하면서 “신문...

고게재에 즈음하여 고내용의 진실성을 미리 충분하게 조사확인한 뒤가 

아니면 신문지상에 그 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반 인 법  의무

가 신문사 등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시한 바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의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고매체의 책임을 명시 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우

나,119) 한 우리나라에서 고매체를 상 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찾아보

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의 내용은 고매체의 

입장과는 무 한 것으로 받아들여 고매체가 그 고내용을 보증하거나 

118) 集民 157호 601면. 한편, 이에 한 례평석으로는, 加賀山 茂, “新聞廣告の媒

體責任-日本コ-ポ事件”, 別冊ジュリス 179号 メデイア判例百選 (2005), 132면 

참조.

119) 다만, 부당 고행 를 지하고 있는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제3조 

제1항 반의 책임 주체는 원칙 으로 고에서 고를 하고자 하는 상품 등을 

매 는 공 하는 자로서 고행 를 한 고주이고, 고매체 운 자는 원

칙 으로 고법상 책임주체가 아니라고 밝히는 견해로는, 박해식, “사이버몰 

운 자의 고행  주체성의 요건”, 법원 례해설 58호 (법원도서 , 2006), 

3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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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고매체가 일일이 고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상의 제약이나 확인수단의 제약 때문에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하면 고매체가 고내용의 

진실성을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고내용에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반면, 고매체의 책임을 정하는 견해는, 고매체는 고를 게재할 것

인지 는 어떤 고를 게재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소비자는 

고매체에 한 신뢰에 바탕하여 고의 신빙성 여부를 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고매체는 고로 인하여 경제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120) 나아가 특별법으로 고매체에게 고내용에 한 무과

실책임까지 부과하는 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한 바121)가 있다.

  생각건 , 소비자들이 일반 으로 고는 고매체의 입장과는 다른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고매체가 고내용에 하여는 여하지 아니하

고 있는 것이 업계의 행이며 고매체가 미리 고의 내용을 일일이 조

사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을 감안하면 고매체에게 일

반 으로 고의 내용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제로 허 고 등에 

의한 책임을 고매체에게 지우기는 어렵다고 단되며,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매체에게 일반 으로 고의 내용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부

과하거나 허 고 등에 의한 무과실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고매체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축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표 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122)

120) 손수진, 앞의 , 130면.

121) 2004년경 언론 재  피해구제 등에 한 법률의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

시 한 법률안은, “언론사는 고의 는 과실로 인한 법행 에 해당하는 고

행 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하여 고주와 함께 

연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언론사는 그 피해자에 하여 고의 는 과

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

으나, 입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 다. 박용상, “언론개 법안에 한 견”, 

헌법학연구 11권 1호 (한국헌법학회, 2005), 66면 참조.

122) 박용상, 앞의 , 67면.  특히, 앞서본 바와 같이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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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매체로서는 고를 게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한 그 고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의 의

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도 고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등으로 타인

의 권리를 해할 것임을 고매체가 알고 있거나 조 만 주의하 더라면 이

를 알 수 있었다면 그 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

도 이를 그 로 게재한 경우에는 고주와 함께 공동불법행 자로서의 책

임을 진다고 이 상당하다. 

  한 이러한 논리는 고매체뿐만 아니라 고출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용될 수 있으므로, 고출연자는 자기가 출연한 범  내에서는 그 고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해할 것임을 알거나 조 만 

주의하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고에 출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에 그 로 출연한 경우에는 고주와 함께 공동불법행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VIII. 결

  고와 같은 상업  언론에 하여는 헌법상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되지 못하고 업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헌

법재 소는 일 부터 고도 헌법상 보장되는 표 의 자유의 보호 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한 정치 , 시민  

표 행 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 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상업 고 규제에 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

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범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하여 고에 

매체는 그 고가 기만 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Braun v. Soldier of Fortune Magazine, 968 F.2d  1110 (11th Cir. 

1992) 결도 축효과등을 감안하여, 오로지 ‘문면상(on its face)', 즉 별달리 

조사할 필요없이, 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표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Ibid.  at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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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  보장의 수 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에 해서도 우리 헌

법이 으로 지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고에 한 규제는, 고가 매춘, 마약, 범죄행  등 불법 인 상품이

나 서비스를 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는 그 내용이 타인의 명 를 침해

하거나 음란한 것이어서 고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고내용

이 허 이거나 기만 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면 

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한 고내용이 허 는 아니라 하여도 오

인을 유발하는(misleading) 것이라면 결과에 있어서는 허  내지 기만 인 

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리 규제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비오인유발 이고 진실한 고는 원칙 으로 규제가 허용되

지 아니하나, 다른 요한 공익을 해서는, (i) 시간, 장소, 방법에 따른 규

제나, (ii) 담배, 술 등 사회 으로 유해한 상품에 한 고, (iii) 의사, 변

호사 등 업무의 공익성이 있어 과당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문가의 

업에 한 고, (iv) 희소자원인 를 사용하고 력이 막 한 방송

고 등에 해서는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옥외 고물 등 리법’, 

식품 생법 등 수많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고가 규제되고 있는바, 여기

에는 스팸메일에 한 규제처럼 충돌하는 양 이익을 히 조화시켰다고 

평가되는 것이 있는 반면, 식품 고나 의료 고처럼 국가가 후견 인 입장

에서 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도 지 아니하며, 특히 

방송 고와 의료 고 등의 사 심의제도는 헌법상 지되는 검열에 해당된

다고 단되므로 시 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매체에게 미리 고의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인정하

기 어렵고 한 특별법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과실책임을 부과

하는 것은 표 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으로 허 고에 

한 책임을 고매체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어도 고내용의 

허 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매체

에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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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의 請求人 韓 炳 寀 7

判斷主義的 憲法槪念과 그 問題點 桂 禧 悅 125

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의 請求期

間에 한 硏究

鄭 宗 燮 149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한 憲法訴願의

刑事司法的 評價

李 石 淵 205

憲法上 平等槪念의 理解 黃 道 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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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訴願審判의 特殊性 金 顯 哲 265

法律의 해석․ 용과 基本權
  -司法作用에 한 憲法的 統制의 필요성-

李 明 雄 321

憲法上의 財産權 槪念과 正當補償의 內容 崔 在 健 369

시청자의 법  지 와 권리 金 鍾 書 427

憲法裁判과 國際法規範 羅 仁 均 485

第 5 輯(1994年)

論                題 筆    收 面數

미국연방 헌법과 헌법 례 개 金 容 均 7

條例制定權의 憲法的保障 徐 元 宇 99

獨逸聯邦憲法裁判官의 選出問題 裵 俊 相 129

憲法과 歷代政權의 政策 이데올로기 韓 相 範 189

基本權條  이외의 憲法規定으로부터

의 基本權 出에 한 硏究

鄭 宗 燮 239

選擧區劃定에 한 美國 聯邦大法院의

判例動向

朴 洪 佑 289

憲法裁判의 行政統制機能에 한 姜 潤 遠 337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官 選任制度 辛 奉 起 401

韓國憲法의 領土條 과 國籍問題 羅 仁 均 451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 과 안 金 鍾 書 483

憲法政策論에 있어서 憲法裁判의 역할 吳 虎 澤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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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輯(1995年)

論                題 筆    收 面數

스 스 憲法訴願(訴訟)에 있어서의 제3

자 原告適格

丘 秉 朔 5

環境權 金 哲 洙 47

憲法的 視覺에서의 環境問題 李 康 121

憲法學論  憲法學 敎育 崔 大 權 153

原處分에 한 憲法訴願 黃 道 洙 191

原處分의 憲法訴願 象性에 한 丁 泰 鎬 249

違憲提請型 憲法訴願 金 顯 哲 305

權限爭訟法 改正試論 辛 奉 起 371

韓國憲法과 統一의 法的 問題 羅 仁 均 445

憲法不合致決定의 憲法的 根據와 效力
  - 독일에서의 례와 이론을 심으로 -

韓 秀 雄 481

第 7 輯(1996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과 新當事 主義 徐 元 宇 5

自己決定權과 그 制限
  - 座席安全띠  乘車用安全帽 着用義務

와 paternalism -

金 柱 賢 25

行政指 와 憲法訴願 李 景 民 95

法規範으로서의 平等의 史的 展開 黃 道 洙 187

憲法裁判에 의한 政策形成 姜 潤 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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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官에 한 忌避와 憲法訴訟法

의 獨自性

丁 泰 鎬 255

獨逸 聯邦憲法裁判所의 立法 에 한

統制의 範圍와 强度

方 勝 柱 299

憲法不合致決定의 理由에 基礎한 改善

立法義務

辛 奉 起 349

獨逸과 韓國에서의 權限爭議審判節次 崔 甲 先 385

第 8 輯(1997年)

論                題 筆　  收 面數

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金 哲 洙 5

自由 論과 責任 論을 한 論法制
  - 新聞의 경우를 中心으로 -

權 寧 星 43

憲法上 宗敎의 自由 桂 禧 悅 61

兒童․靑 年保護의 憲法的 基礎
  -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  지 와 

부모의 양육권 -

金 善 擇 77

裁判의 前提性에 한 察 金 柱 賢 105

憲法裁判의 限界  審査基準
  - 헌법재 소와 입법자의 계를 심으

로 -

韓 秀 雄 185

韓國 憲法裁判에서의 評決方式 察
  - 독일 재 에서의 평결방식을 기 로 -

崔 甲 先 243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保障에 한 察 丁 泰 鎬 279

뉴미디어의 발 과 언론자유법의 새로

운 개

李 仁 皓 363

日本의 憲法裁判과 憲法訴訟 理論 金 學 根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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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輯(1998年)

論                題 筆　  收 面數

憲法裁判所判例에 비추어 본 幸福追求權 金 善 擇 7

平等權의 構造와 審査基準 韓 秀 雄 41

憲法裁判과 刑事訴訟 李 石 淵 107

알 權利 成 樂 寅 151

職業選擇의 自由
  - 헌법재 소의 지난 10년간의 례를 

심으로 -

方 勝 柱 211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있어서 財産權保障 鄭 夏 重 277

租稅와 憲法裁判  淳 茂 341

우리 憲法上 節次的 基本權
  - 헌법 제27조와 재 청구권에 한 해석

론 -

張 晳 朝 431

社 的 基本權과 憲法裁判所의 判例 丁 泰 鎬 601

比例의 原則과 判例의 論證方法 李 明 雄 671

經濟關聯 憲法規定들에 한 察 崔 甲 先 727

憲法訴願의 適法要件 金 顯 哲 765

法律에 한 變形決定의 類型과 效力 南 福 鉉 813

第 10 輯(1999年)

論                題 筆　  收 面數

集 의 自由 - 集團的 表現의 自由 朴 容 相 5

基本權體系 金 善 擇 129

相續制度의 憲法的 根據 尹 眞 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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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限定違憲決定과 限定合憲決定에 한 硏究 黃 道 洙 209

憲法裁判에서 事實認識의 問題 李 明 雄 253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違憲 否 韓 秀 雄 283

憲法 제27조의 裁判請求權 韓 秀 雄 339

自由權的 基本權의 侵害 否 判斷構造 

 判斷基準

崔 甲 先 383

獨逸社 保險法上 給 受給權과 産權保障
  -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례를 심으로 -

方 勝 柱 431

(註)「헌법재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여부(*필자: 한수웅)」는 ’96년도(제7집)의 

게재논문으로 선정되었으나 연구 상 사건들이 係屬中이었던 事由로 선고후 게

재키로 결정되어 제10집에 게재됨.

第 11 輯(2000年)

論                題 筆　  收 面數

自由權의 法的 性格과 體系 金 哲 洙 5

選擧活動과 表現의 自由 朴 容 相 41

相續의 單純承認 擬制規定에 한 憲

法不合致決定의 問題點
  -특히 憲法不合致決定의 主文과 련하여-

尹 眞 秀 175

政策國民投票의 性格과 效力 金 善 擇 233

明確性의 原則에 한 硏究 洪 起 台 267

憲法 제23조의 構造 李 明 雄 303

美國聯邦大法院의 平等保護에 한 判

例와 違憲審査基準

金 顯 哲 349

公法人․私法人의 區別에 한 管見 咸 仁 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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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立法 의 平等에의 拘束과 그에 한 統制 金 周 煥 431

<外國論文>

獨逸의 憲法訴願制度

Peter 

Häberle

(飜譯:桂禧悅)
481

第 12 輯(2001年)

論                題 筆　  收 面數

‘編輯權’ 論議의 法的 照明 朴 容 相 5

生命工學時代에 있어서 學問硏究의 自由 金 善 擇 229

選擧와 法治 그리고 美國民主主義 裵 輔 允 277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憲法訴願制度
  - 實務上 爭點을 中心으로 -

李 明 雄 309

美國憲法判例上 根本的 權利 金 顯 哲 341

憲法 제19조의 良心의 自由 韓 秀 雄 387

構造化 法規範理論과 그 方法論
  - 實踐的 基本權解釋論의 定礎 -

金 周 煥 443

第 13 輯(2002年)

論                題 筆　  收 面數

표 의 자유와 음란규제  청소년보호 朴 容 相 5

國家機能으로서의 立法權 桂 禧 悅 269

性差別에 한 美國聯邦大法院 判例 金 顯 哲 303

憲法積極主義(Constitutional Activism) 明 載 眞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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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 지 원칙 朴 洪 佑 379

(Brennan)의 헌법
  - 낭만  자유주의 헌법 을 심으로 -

成 鮮 濟 443

憲法 第8條(政黨條 )의 兩面性 李 明 雄 471

1人1票 國 議員選擧制度의 違憲性
  -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112․

134(병합) 사건과 련하여 -

鄭 然 宙 513

自由權的 基本權의 “制限”에 한 察
  -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제약을 심으로 -

丁 泰 鎬 561

憲法上의 人格權
  - 특히 헌법 제10조의 幸福追求權, 一般

的 人格權  헌법 제17조의 私生活 

의 保護에 하여 -

韓 秀 雄 623

第 14 輯(2003年)

論                題 筆　  收 面數

放 의 自由의 保護와 그 形成 朴 容 相 5

獨逸에서의 環境保護 
  - 기본법 제20a를 심으로 -

高 文 炫 117

美國聯邦大法院 判決文에 한 理解 金 成 珍 165

憲法不合致決定의 理論과 實際 金 顯 哲 201

사이버스페이스의 憲法的 含意 成 鮮 濟 269

自由와 平等의 關係
  - 상호 調和의  - 

李 明 雄 301

美國 Law Clerk制度 全 鐘 杙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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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個人情報自決權의 憲法的 根據  構造

에 한 察
  - 동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헌여부의 단에의 그 응용 - 

丁 泰 鎬 401

憲法 第36條 第1 에 의한 婚姻과 家族

生活의 保障

崔 甲 先 497

規範統制決定의 旣判力 崔 熙 洙  535

本質性理論과 立法委任의 明確性原則 韓 秀 雄 567

美國聯邦大法院과 平等保護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Equal Protection)

Sean 

Christopher 

Hayes

637

第 15 輯(2004年)

論                題 筆　  收 面數

경제활동과 표 의 자유 朴 容 相 5

環境憲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高 文 炫 107

憲法慣習의 法規範性에 한 察 金 昇 大 133

刑事司法制度에 한 우리나라와 美國

의 憲法 등에 한 比 法的 檢討
  - 美國의 憲法이 우리 刑事司法制度에 

미친 향 등을 심으로 -

金 時 徹 177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한

憲法的 審査

金 顯 哲 271

搜査上 電子通信資料의 取得에 關한 

憲法的 問題

吳 奇 斗 347

憲法․家族法․傳統 尹 眞 秀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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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미연방 법원의 국가행 심사기   긴  

련성(Close Nexus) 이론에 한 고찰

李 魯 弘 471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李 明 雄 509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  쟁 부인’

의 의미

全 種 杙 545

公權力 行使  根據法律에 한 憲法

訴願審判 倂合請求의 問題點
  - 憲裁 1997. 1. 16. 宣告 90헌마110․136 

決定 評釋 -

鄭 求 桓 581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의 헌법  문제
  - 헌재결 2003. 2. 27. 2000헌바26 구 사

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소원 

사건을 심으로 -

鄭 然 宙 629

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 헌법재 소 결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심으로 -

池 成 洙 665

소 입법 과세 지원칙 崔 甲 先 705

정치  문제 원칙(Political Question Doctrine)
  - 정치공세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기 

한 수단 -

Sean 

Christopher 

Hayes

753

第 16 輯(2005年)

論                題 筆　  收 面數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 朴 容 相 5

출생  인간생명의 헌법  보호 金 善 擇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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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헌법률심 차에 한 몇 가지 논의 金 時 徹 181

憲法訴訟의 特殊性에 한 一 察 金 顯 哲 255

사인에 한 헌법 용문제에 한 고찰
  - 미국의 논의를 심으로 -

李 魯 弘 315

Marbury v. Madison 결의 비교법  쟁 李 明 雄 351

재산권의 보호 역 全 鍾 杙 399

憲法訴願의 象으로서 소  法令補充

的 行政規則

鄭 南 哲 445

정당국가에서의 당내민주주의의 개념

과 본질

丁 泰 鎬 479

행정상 인신구속과 구속 부심사제도

의 도입에 하여

河 明 鎬 549

國家經濟政策의 憲法的 根據와 限界
  - 헌법 제119조 이하의 규정을 심으로 -

韓 秀 雄 631

第 17 輯(2006年)

論                題 筆　  收 面數

헌법 제72조의 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李 永 模 5

憲法解釋에 한 決定理由와 先例拘束

의 原則

金 時 徹 35

개인의 헌심 청구(Individualantrag) 

 이와 련된 보충성(補充性) 요건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 제도 -

金 又 洙 97

法令에 한 憲法訴願의 直接性 要件 金 顯 哲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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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                題 筆　  收 面數

상업 고 규제의 합헌성 심사기
  - 미국 연방 법원 례의 동향을 심

으로 -

盧 熙 範 207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李 明 雄 255

기본권침해의 직 련성에 한 헌법

재 소 결정의 정리와 체계화 시도

李 承 桓 299

私人을 한 公用收用의 違憲性判斷 鄭 南 哲 373

헌결정의 기속력
  - 이른바 반복입법의 허용문제를 심으로 -

鄭 然 宙 403

인간생체정보의 이용의 헌법  한계에 

한 고찰

丁 泰 鎬 431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과의 계
  - 헌법재 소 례를 심으로 -

池 成 洙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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